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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났다. 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면서 국가시
책, 법령 개선 등과 자치법규의 연동·유기적 체계성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자주적인 입안·운용능력의 개선, 자치법규의 체계·내용구성·법규의 질적 수준의
제고 등을 통한 자치법규의 선진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제도개선의 지방확산의 방사
효과를 확대시켜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환경에 대한 자치법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
다는 시대적 요청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행정, 입법적 변화의 배경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정의하고, 그
요소를 자치법규 선진화의 측정 기준에 반영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
의 개선의 방향과 품질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의 선진화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권 실현, 주민복리 증진, 지역 공동
체의 안정과 발전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그 상하 또는 관련 법
규와의 법체계적 측면, 법규로서의 규범형식적 측면, 민주적 입법절차 및 입법과정상
의 주민참여의 관점, 그리고 자치법규가 담아야 할 입법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 등(필요성,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 전문성 등)에
서, 관련되는 요소들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중핵으로서의
자치입법이 전문적인 조사․검토와 주민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적․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성안되어야 하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
적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품질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범적 측면,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의 관점에서 개선도 측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가 헌법에 기반하여 형성․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 본질적
인 부분이다.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서는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
원칙, 규율대상에 대한 부분을 측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규범적 정합성에 대한 요청
은 실질적인 헌법구체화, 법률구체화를 위한 차원이어야 하며,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
주의와 기본권 실현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적극적인 측면이 보다 주시될 필요
가 있다.

개선도 측정의 주체와 관련하여도, 국가가 감독·통제기관으로서 후견적으로 개입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의 전문가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학에 매진하
는 전문 인적 자원의 객관성ㆍ중립적인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자치법규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종례 제정절차와 관련하여서만 논의되어 왔으나, 자
치법규의 제정 이전의 과정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는지 하는 것부터, 입안,
심의, 의결, 공포를 넘어서서 자치법규 제정 이후의 집행, 집행결과의 환류 차원까지
포괄하는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선진화 기준이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조례를 중심으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제도들이 자치행정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치입법에 대해
서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로 주목된다.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은 국가의 시책과 법제를 지방에 구현하고 지방 독자의 자주적
정책 및 행정 역시 자치법체계 및 법원리에 부합되게 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지속성
과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법적 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법치국가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과 자율성, 특수성, 재원의 고려, 그리고 조례의 성
과관리와 입법계획과 입법영향평가제도, 전문성의 측면에 대한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끝으로 전문성 제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의
사후적 감독, 지도 보다 사전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긴요하게 요청하는 것은 상시적이고 법제실무에 전문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자치법규지원체계의 확립이다.
전 국가적 법치주의의 제고를 위해서, 각 부처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 차원의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
성화,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밑거름으로 하여 분야별ㆍ지역별 다양한 비교측정 및 개선도
제시 등의 관학연 융합기반의 협업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
력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
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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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식 요약서
제1장 연구의 목적·범위

▢ 국가시책, 법령 개선 등과 자치법규의 연동·유기적 체계성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자주적인 입안·운용능력의 개선, 자치법규의 체계·내용구성·법규
의 질적 수준의 제고 등을 통한 자치법규의 선진화가 필요함
-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함

▢ 자치법규의 선진화의 의의를 정의하고,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선도를 측
정하여 자치입법의 개선 기준을 도출하고자 함
- 자치법규로서 갖추어야 하는 적법요건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적실성 있는 규범력을 확보하도록 자치법규의 선진화 개선도
의 측정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
력과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을 갖추며,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
가 구축·운영되어야 함

제2장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

Ⅰ. 자치법규 선진화의 개념
▢ 법제도의 선진화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
면서 변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어
가는 데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임
- 지방자치가 중시되는 국가법질서를 형성해감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이념과 논리가
관철되도록 관련 자치법제와 행정 운용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공
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됨

▢ 자치법규의 정립권한은 지방자치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의 하나로
서, 그 실효적 행사와 운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사무권한범위 내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 활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

▢ 자치법규의 선진화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권 실현, 주민복리 증진, 지역 공동
체의 안정과 발전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그 상하 또는 관련
법규와의 법체계적 측면, 법규로서의 규범형식적 측면, 민주적 입법절차 및 입법과
정상의 주민참여의 관점, 그리고 자치법규가 담아야 할 입법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 등(필요성,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 전
문성 등)에서, 관련되는 요소들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그
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Ⅱ.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의 이론적 배경

1. 자치법규의 규범적 측면
▢ 법질서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치법규의 규범성의 측정은 자치법규의 선진
화라는 적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법질서의 일부로서 자치법규에 대해 본질적
으로 요구되는 규범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임
-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은 자치법규의 유효성 및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자율
성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를 가짐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뜻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헌법의 제 규정도 통일적ㆍ상호유기적인 규범조화틀 아래, 전체공동체 내의 부분
공동체가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갈 수 있도록 각각의 역
할을 분담하게 됨
-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입법기능의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지방자치권을 행정권의 전래만이 아닌 민주주의의 실천태로
보면, 법치행정의 원리와 지방자치와의 조화라는 쟁점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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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민주적 측면
▢ 입법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고려할 때 입법통제 및 입법
평가에 있어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입법과정의 정당성은 사법작용을 통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 일반에 있어서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을 뒷받침하여 법률의 해석․적용과 위
헌법률심판의 기준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됨
- 자치법규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종례 제정절차와 관련하여서만 논의되어 왔으나,
자치법규의 제정이전의 과정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는지 하는 것부터, 입
안, 심의, 의결, 공포를 넘어서서 자치법규 제정이후의 집행, 집행결과의 환류 차
원까지 포괄하는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선진화 기준이 반영
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대의제도의 보완임
-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절차적 보장, 특히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법적 과제라고 할 것임

3.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
▢ 자치법규는 국가의 시책과 법제를 지방에 구현하고 지방 독자의 자주적 정책 및
행정 역시 자치법체계 및 법원리에 부합되게 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통
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법적 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야 함
-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은 국법체계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자주적인 자치법제도를 설계하면서, 의도하는 입법적 의사와 내용을 적합한 언어
로 구현하여야 함
▢ 자치입법의 필요성‧효율성‧실효성, 국가시책이나 법령 개선 사항 반영, 유사‧선행․
모범법규와의 관련성, 지역법으로서 지역의 실정‧특수성의 반영, 주민의견 수렴의
측면, 법규 시행을 위한 필요 재원(예산)의 확보 등이 충족되어야 함
- 전문성․기술성․급변성이 강한 탓으로 관련조항의 제정 및 개폐가 빈번히 일어나거
나 요구되고 이를 충실히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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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판단은 특정한 정책이나 각종 입법적 내용들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관
점과 기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됨
▢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빈번해지고 자치법규의 양이 증가하는 작금에 있어
서는 이러한 법규 내지 법제의 입안, 심사, 해석 등을 전담하는 전문적 조직, 인
력, 입법시스템의 존재와 그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자치입법과 자치법규의 전문성은 자치법규의 입안과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자체 자치법규시스템의 존부․활용 등과 같은 법제인프라를 통하여 상당 정
도 담보됨

Ⅲ.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의 내용과 기준
1. 규범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
▢ 법률우위원칙

○ 자치법규의 합헌성
- 조례에 의해 직접 주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행해지고 있는지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비례원칙)
○ 자치법규의 합법성
- 규율대상에 관한 국가입법이 존재하는지
- 국가입법이 존재하는 경우, 규율목적이 동일한 것인지
- 규율목적이 동일한 경우, 전국적인 획일적 규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SSM규제조례의 경우)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기속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 관련 국제법규에의 위반은 없는지(국산 우수농산물 급식조례의 경우)
- 소급입법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 법령상 체계정합성
- 국가의 성문법령과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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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자치법규와 법체계상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 자치법규의 규율내용 상호간 모순·충돌은 없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은 명확한지 또는 다른 법령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 규율의 적정성
- 자치법규의 법규정은 명확한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준수가능하며 수용가능한 것인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집행가능한 것인지
- 자치법규의 이유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 시행일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충분한 주지기간이 주어져 있는지)
- 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다른 대안에 의한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규율의 실효성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현실에 적합한지
- 자치법규의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적절히 행해졌는지
- 법령이 탄력적이고 현실적응성이 있는지
- 개정 또는 폐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수범자인 주민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규율법제가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 입법의 자주성
- 자치법규의 독자성,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는지(가령, 표준조례의 모방이 아닌지)
- 자치입법에 대한 규율에 있어 법규명령의 관여정도는 어떠한지
-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행해졌는지
- 위헌성 및 위법성 심사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지

○ 입법의 민주성
-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 자치입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존재하였는지
-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 주민여론 형성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
- 자치입법의 과정 및 내용은 민주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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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유보의 원칙

○ 위임조례의 한계
- 법률에 의한 개별적 또는 포괄적 수권이 존재하는지
- 의회유보의 영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위임이 허용되는 영역인지)
- 규율내용은 수권범위에 포함되는지
-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 대상의 합법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법률의 수권이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관한 사무인지
- 입법형식상 조례(또는 규칙)에 의한 규율대상인지
- 일반행정사무(또는 교육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 규율대상

○ 규율대상의 적정성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거 법원의 위법판결이 존재하지
는 않는지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제소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2. 입법절차 및 민주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
▢ 조례제정의 사전절차

○ 조례의 목적 타당성
- 규율이 필연적인가
- 목표가 당해 조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 목표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상조치를 고려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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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발의절차

○ 조례규칙심의회의 객관성, 전문성
- 자치체 집행기관 및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조례규칙심의회에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 조례·규칙심의회(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심의를 거쳤는지
○ 주민참가
- 입법예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조치들이 적시에 준비되었는지
- 조례제정개폐청구를 통해서 발의되었는지
- 주민에게 특히 절차규율과 그 절차규율에 당연히 참가하는 권리에 관하여서도 충분
히 고지하였는지
○ 유관기관 협의
- 집행행정기관 및 전문행정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였는지
- 규제,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 거쳤는지
- 입법안 심사기준표 각부처 회람하였는지
-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하였는지
- 법제처의 해석지원제도 활용하였는지
- 재정을 수반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적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 유관단체,협회,조직의 의견은 파악되었는지
- 규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지
▢ 조례안 심의 및 의결 절차

○ 위원회의 심사
- 제안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 규율이 시민과 행정에게 이해와 통찰이 가능한 정도로 서술되었는지 심사되는지
- 위원회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 자치법규 제정과정에 있어 의결 및 심의기관의 구성은 적법하였는지
- 위원회의 표결이 통과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는지
○ 본회의의 심의. 의결
-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당한 기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였는지
-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위원회의 검토내용을 이해가능한 정도로 설명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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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의 제안설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발언조건을 갖춘 곳에서 이루어 졌는지
-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의 발
언권이 보장되는지
- 본회의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 지방의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 기록의 작성이 적절하게 존재하는지(지방자
치법시행령 제57조 관련)
○ 공포 절차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절차(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는 준수하였는지
- 공포와 효력발생간의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확보되는지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방법(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은 준수하였는지
○ 재의요구 및 제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문권(환부 및 재의요구)은 적절하게 행사되었는지
-재의요구가 제기된 것은 몇건인지
-재의요구 후 재의결된 것은 몇건인지
-대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된 것은 몇건인지
▢ 조례 집행과정

○ 주민과 행정의 이해도
- 내용적 관점에서 그 규율의 실제적 실현가능성에 반대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지
- 규율이 수범자인 주민을 의식하고 구성 집행되었는지
○ 집행기관의 준비
-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 집행행정기관이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준비하였는지
- 상급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에 유의하여 집행되었는지
- 효력발생 이후의 규율의 부수효과를 조사하였는지
▢ 환류과정

○ 주민의 민감도 반영 여부
- 주민과 공무원이 내용에 순응하는지
- 주민은 새로운 규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 표준화(형식화,도식적인 진행 등)의 정도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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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관할에 관한 규율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에 유의하여 규정되었는지
○ 자치법규의 상황적응성, 목적타당성 재확인
-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 조례의 흠결을 예방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완화된
규율밀도로 충분하지 않는지
- 어떠한 흠결들이 확인되고 있는지

3.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과 개선도 측정
▢ 내용적 측면

○ 필요성
- 자치법규 입안 시 관련 입법사실이나 배경,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필요성 등이 충
분히 검토되는지
-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의 개폐 등이 자치입법
추진의 계기가 되고 있는지
- 자치법규의 구체적 목적 내지 입법취지가 정당한 것인지

○ 효율성‧집행가능성
-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정책 내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효과와 그로 인한 부작용‧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는지
- 자치법규의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있는 검토되었는지

○ 실효성
- 입법과정에서 당해 법규의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주장)이 충분히 고려되어
내용적으로 반영되었는지
- 법규의 내용이나 규율 정도가 실제적으로 수범자가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실효성
이 있는 것인지
-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강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이 법규안에 마련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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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자율성․실정‧특수성 관련
- 지역의 창의적 정책 또는 시책을 법제화하는 자치조례가 있는지
- 위임조례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실정 내지 특수성이 검토․반영되는지
- 지역 주민의 의사나 이해관계 등이 법규의 내용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 유사‧선행․모범법규와의 관련
- 자치법규가 다른 유사 법규들과의 내용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 자치법규 입법 추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모범법규를 조사․비교하여 장단점
을 검토하는지

○ 조례의 성과관리
- 조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는 무었인지
- 조례의 성과에 대한 사전예측(시물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
- 조례 시행후 사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 입법계획․ 입법영향평가․ 자치입법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 연간 또는 정기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지
-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입법 시 품질개선
에 반영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자치법규 전문사이트 또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 위 자치법규사이트 또는 입법시스템을 통하여 자치법규나 내규 등을 실시간으로 검
색하거나 그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자치법규입안규정 또는 지침((조례‧규칙‧훈령 등)을 별도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지
- 자치법규집(조례‧규칙) 또는 예규집(훈령‧예규 등)을 정기적으로 정비, 발간하고 있
는지

○ 재원(예산) 관련
- 법규의 시행에 따르는 재원(예산)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는지
- 재원(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는지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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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전담조직 관련

○ 법제전담조직 존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에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등을 담당하는 법제전담부서
가 있는지
- 지방의회 법제 전문성을 보완하는 관련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지

○ 법제전담조직의 기능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체계‧자구 등 형식적 심사를 중심으로 하는지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그 내용 내지 정책의 당‧부당 등 실질적 측면
에까지 미치는지
- 법제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정비하고 있는지

○ 법제전담조직과 타 부서와의 협력
- 법제전담부서와 주관 업무부서 간의 자치법규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
- 법규안 심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조
정, 수정되고 있는지
- 법제업무 관련하여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교수 등의 외부 법제전문가로부터의 적절한 조력을
받고 있는지

▢ 법제전문인력

○ 집행기관의 법제전문인력
- 법제전담부서 직원 수는 업무를 적정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 법제전담부서에 법학전공자, 변호사 등 법관련 자격소지자, 법학전공자, 법제업무
유경험자 등이 임용되고 있는지
- 법제전담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법제, 법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 법제담당직원에 대한 법제관련 연수 내지 교육은 체계적이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
는지
- 법제업무 관련 법령해석, 법규안 입안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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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조언 등의 일정한 조력을 받고 있는지

○ 의회 법제전문인력
- 집행기관의 법제담당직원과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 등 관련 직원들과의 법제관
련 업무협의가 필요 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과 관련 직원들의 법전문성은 충분한지
- 의회 전문위원에 의한 법규안 검토보고는 전문적 관점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Ⅳ.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기준의 활용
▢ 자치법규의 현황을 그 용도나 대상별로 달리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측정기
준 등이 달리 적용되어야 함
-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체계, 입법절차․주민참여, 목적․내용, 전문성의 측면에서의 여
러 요소들을 각 용도별, 대상별 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들만 추출하여 가
장 적절한 측정기준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맞춤식 활용하여야 함

▢ 자치법규의 개선도 측정․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시행하는 외에는 그 의사
또는 동의 하에 제3자 전문기구(예컨대, 자치입법 관련 전문학술단체나 전문연구
기관,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제3장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지원체계
Ⅰ. 자치법규 지원 개관
▢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 자족적 의미에
서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관념이 성립할 여지도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
의 하부조직이며, 언제나 중앙정부와 상하관계에서 하청적 지위라고 볼 수 없음
- 현대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하며 병립적인 공동․협력관계로
이해되어야 함
▢ 조례도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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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종래 법원의 조례제정권 한계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일
면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연성, 사후성 등 판례에 의한 법개혁의 한계에 대
한 인식은 입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 전체과정의 관리를 절차적 관리라고 할 수 있음. 절차적
과정을 나누면 입법과정,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으로 나누어 관리되어야 함
- 자치입법이 필요한 입법사실의 현상 이해와 이를 위한 적절한 제정과정, 적정한
규범형식 즉, 조례사항, 규칙사항, 위임사항 등의 판단과 중앙의 법제기술 매뉴얼
에 따른 입법기술의 점검이 있어야 함

Ⅱ. 위임(필수)조례 제정촉진 등 중요사항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
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
원칙을 규정함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치법규는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임조례 위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편임
- 우리나라는 자치사무에 대하여서도 이미 국가의 법령단계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상
세히 정해 놓은 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게다가 헌법상의 제한에 추가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현실상 조례의 규율
사항은 많지 않음

▢ 표준조례와 달리 정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내용이어서 재의
요구지시를 받거나 대법원에서 무효로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대로 따르려는 경향임
- 표준조례의 문제점으로 지방별 특성을 살리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지방별 특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 두거나 다양한 유형 또는 복수
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표준조례의 각 조문별 해설을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거나 조문 형식으로 된 표준조례 대신 개조식으로 조
례 제정시 유의사항 정도를 알려주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입법을 하거
나 여러 안 중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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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기술은 법규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방자치단
체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에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어려움
- 법제처나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실무 내지 입법기술적 측면에
서 꾸준한 지도·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법률의 시행시기까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
행이 불가능하게 됨
- 특히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지연
되지만,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만 시행이 지연되어 지역간 불균형
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게 됨

▢ 자치법규가 늘어나고 그 역할이 커질 때를 대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방은 물론 자기가 관심을 갖는 지방의 자치법규까지도 상위의 법령과의 관련 속
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함
- 아울러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체계로서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자문이나 상담 지원
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는 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시급함

Ⅲ. 자치법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앞으로의 자치법규 지원체계는 자치법규에 대한 통제와 제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국가관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이
를 실현해가는 차원에서 균형 있고 내실 있게 형성되어야 함
-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사후 보완 뿐 아니라 자치입법의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적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시스템이 중
요함
- 지방의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성화,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등
에 대한 자율성 확대,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 교
육 등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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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그에 맞추어 법령상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
영하는 연계시스템 마련되어야 함
- 자치법규 자료를 종래와 같이 현황 파악과 사후 통제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관한 종합 법규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법령연혁이나 제안
이유, 신구 조문대비표, 조례-규칙 등의 2단 비교 자료 등이 각 법규별로 부가서
비스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제지원의 중심부처인 법제처, 그리고 각 주
무부처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치법규의 지원과 관련된 조
화롭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이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경비의 일부나 전문인력, 관련 자료
등을 지원되어야 함
- 법규 정비에 필요한 전문노하우나 입법기술, 법제정보 등에 관한 입법지침서(실무
매뉴얼)이나 참고자료, 데이터 등을 발간 내지 제공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법교육이 계획적․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함,
지방공무원들이 단계적․체계적으로 법제전문인력으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제4장 결론
▢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의 개선의 방향과 품질개
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전문적인 조사․검토와 주민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적․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성안되어야 하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적
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되어야 함

▢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품질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범적 측면, 절차적 측
면, 내용적 측면의 관점에서 개선도 측정기준을 검토하였음
- 규범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규율대상에 대한 부분을
측정기준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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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의 입안, 심의, 의결, 공포를 넘어서서 자치법규 제정이후의 집행, 집행결과
의 환류 차원까지 포괄하는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선진화
기준이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과 자율성, 특수성, 재원의 고려, 그리고 조례의 성과
관리와 입법계획과 입법영향평가제도, 전문성의 측면에 대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야 함
- 각 부처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 차원의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성화,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
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전체 국가법체계와의 규범정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의 위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도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간섭ㆍ통제수단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객관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
방자치법 전문가그룹과의 협업도 중요함

▢ 좋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려면 좋은 입법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조례는 풀뿌리 입
법으로서 매우 중요함
-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지식ㆍ경험ㆍ노하우를 담아 축적하여 검
색ㆍ재활용하는 융복합 법률콘텐츠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관련 선행연구를 요함
- 측정도 개선 기준의 타당성ㆍ유용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검토하는 시범사업 및 대상 조례를 확대하는 단계적 사업을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자치법규 선진화 수준을 측정ㆍ비교하고 개선시켜 가기
위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 전체 자치법규를 검토하는 시범사업 및 대상 지방자치
단체를 확대하는 단계적 사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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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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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범위

1. 연구의 목적

○ 자치입법 역량 강화 필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자치법규는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는 많
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중심의 법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면서 국가시책, 법령 개선 등과 자치법규의 연동·유기적 체계성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자주적인 입안·운용능력의 개선, 자치법규의
체계·내용구성·법규의 질적 수준의 제고 등을 통한 자치법규의 선진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기준 등을 제공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정비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 제도개선의 국가전체적 확산도 제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이 국가전체에 확산되어 시기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되어야 보다 확고하게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입법이 확대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중앙과 지방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능력을 제
고시킬 필요성이 부각된다.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을 반영하는 시차가 발생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가
저하되므로, 제도개선의 지방확산의 방사효과를 확대시켜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환경
에 대한 자치법규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도 긴요하다.

○ 자치법규의 선진화 측정기준 마련
자치법규의 선진화의 의의를 정의하고,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선도를 측
정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촉진의 수단을 사무배분에 집중하였던 기
존 접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정부
가 제정, 개정하는 법령의 구체화, 세부화, 지역화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행정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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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권수준은 한편으로는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치권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분야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종래 접근되어온 3대 기준(조직인사, 사무배분, 재정)에는 자치입법권을 측정하는 기
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권 기준으로서 타당성에 한계가 있어 자치입법에 대한 측
정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정의하고, 그 요소를 자치법규 선진화의 측정 기준
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입법의 개선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오랜 연구기반을 축적해 온 지방자치법 학자집단의 전문성·객관성과 관련 부처 그
리고 법제처의 실무경험을 결합하여, 지속적ㆍ점진적인 자치법규 개선이 이루어지도
록 자치법규의 수준을 측정하고 상시 접근 가능한 온ㆍ오프라인 관학연 협력적 지원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전반
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 국가시책(제도)의 적시 반영의 필요성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행정혁신, 경쟁력 제고, 법령 제·개폐 등의 법제 개선의
추진 취지나 성과가, 주민에 근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적시에 그것도 제대로 반
영되거나 실현되지 않으면 제도나 정책 자체의 기능 부전, 실효성 저하, 주민체감도의
미흡 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법규 선진화의 필요성
세계적 추세로서 지방화시대의 도래, 지방자치제도의 지속 발전,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제고, 지방으로의 행·재정권한의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주체성 및 지방자율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축소 내지 조정, 중앙집권식의 과도한 국가법령 선점의 완화 등이 요구
되고, 그에 비례하여 지역사회의 법으로서 지방행정을 근거지우고 뒷받침하는 자치입
법의 활성화와 자치법규 선진화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자치법규로서 갖추어야 하는 적법요건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적실성 있는 규범력을 확보하도록 자치법규의 선진화 개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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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법규 선진화 및 체계적 자치법규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
자치법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자치권을 신장시키고
주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규범적 근거 내지 틀이 되고 지역의 독자적 정책의 핵심
실현수단이 되는 자치법규의 체계, 내용, 입안절차 등을 완비하고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미흡하거나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치법규 선진화의 개념과 의미, 구성 요소, 기준,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평
가)방안과 자율적 추진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자치법규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관한 연구를 밑거름으로 하여 분야별ㆍ지역별 다양한 비교측정 및 개선도 제
시 등의 관학연 융합기반의 협업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력
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율
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좋은 입법은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핵심이며, 특히 주민을 향한 근거
리 행정에서 자치법규의 기능적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3. 연구의 범위
(1) 자치법규 선진화의 개념과 의미 분석
○ 법제도 선진화와 지방자치
법제도의 선진화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
면서 변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가가 안전과 번영을 이루어가
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이 합헌적 정당한 법에 구
속된다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진화된 사회의 모습이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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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기본권과 무관한 제도적 보장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 적극적 구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지
방자치의 확산 과정에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집행에 있어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이 적
시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불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가 국가 전체 법제도의 선진화에 불가결한 핵심 사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집행 등의 운영이 중요하
며, 이는 국가전체의 법제도 선진화에도 상향개선효과를 갖게 된다.

(2) 자치법규 선진화 측정기준 도출, 확산
○ 자치법규 선진화의 필요성과 개선도 등의 측정·평가
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의 개념과 의미,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선진화 구성요소,
개선도 측정기준 등을 검토하고 제시하며, 측정기준을 반영하여 측정지수 산출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후속 시범사업 내지 비교분석사업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국가시책(제도) 추진을 위한 상위법령의 개선내용이 자치법규에 적시에 충
실히 반영되고 있는 지 여부(몇가지 사례를 제시), 법령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
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규정 실적(기간, 지역 등을 고려해서 예시), 지방자치단체
의 장·지방의회(의원)의 자치법규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적극성 정도(조례안 제출 실
적 등),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전문가·기업 등에 대한 정보 공개·수범자들의
참여(입안과정, 입법예고절차 참여 등) 정도와 방법·입법개선에 대한 체감도, 지방자치
단체별 자체 일제 정비시스템 구축 여부와 실제의 정비 실적, 지방자치단체 법제 전
담조직과 법제담당 직원의 인사·역할(임무)·전문교육(법무연수)의 현황 및 수준 등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도모를 위한 개선도 측정기준을 실증적으로 분석ㆍ체계화
하고 추가되는 내외변수를 반영하여 계속 고도화해가야 할 것이다.

○ 자치법규의 규범적 측면
상위법령의 수권범위를 벗어나거나 수권이 있어야 하는데도 수권없이 자치법규로
제정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입법에 의한 어떤 규율을 단일의 기준으
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허용한도로서의 상한의 의미인지
또는 하한의 의미인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한 기준일지라도 그것이 획일적인지 아
니면 지역 특성 등에 따른 상하회가 다소 가능한지 등의 세부적 유형화도 필요하다.
행정경험을 환류하여 축적․ 반영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정치한 법치주

- 4 -

의를 내용으로 한 자치법규의 선진화가 가능하며,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지원이 추구
하는 국가전체의 법제도 선진화에 한걸음 더 접근하는 것이다. 자치법규의 제정범위
가 어디까지인가의 측면에서는 상위법령의 입법기술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
점을 도출하게 되며, 이는 후속연구과제로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자치법규의 절차적 측면
의안제출의 유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안인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서인
지, 연서는 몇 명인지, 주민이 제출한 경우인지 여부, 재정을 수반하는 지방의회의원
들의 의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적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여
부,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이 이에 대해 협의하는
장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여부, 지방의회의 의결 전 심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
자치법규 입법절차 전반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개선필요성 있는 요소를 유
형화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법규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입법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가 필요한 입법사실의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제정과정을 거쳤는
지 적정한 규범형식인지 여부 즉 조례사항, 규칙사항, 위임사항 등의 판단이 필요하
며, 지방자치단체 내부, 외부의 입법절차를 측정하여 내용을 환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치법규의 효율성, 전문성, 자율성 측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정비 실적도 반영되어야 하며, 상위법령 정비 관련 자치법규
의 반영 비율 또는 즉각적 반영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선에 따라 반드
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반영의 적시성, 내용적 적절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전담조직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인원, 전문지식, 법제연수 등 세부사항이 반영되
어야 하며, 온라인 환경 관련하여 법제업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법제연혁 및 관리 투명성 확보에 유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 구
축 실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자치법규 입안부터 공포,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이나 주민의 의견제시까지의 과정을
온라인 사이트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기
업과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가 환류되어 다시 입안과정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보다 강조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법규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적극성도 평가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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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 선진화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 현행 자치법규 지원체계의 현황 및 한계
소관사무에 대한 자치법규의 감독, 지도, 지원은 사후적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이 많
으므로, 자치법규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제도개선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
전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부처별 표준조례안 지원, 법제처의 자치법규
해석지원제도, 행안부에 보고하는 자치법규 총괄관리제도, 각 자치단체가 체 시행하는
입법고문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지원방식이 자치법규의 법제과정과 조화롭
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와, 법제지원의 중심부서인 법제처, 그리고
법무부, 개별 법률의 주무부서가 이에 대해서 협력적인 역할분담을 맡아야 할 것이다.

○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지방차원에서의 규제체감도 및 제도활성화 확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안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전적인
지원시스템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
어야 자치입법의 입안단계에서 의결, 집행, 사후평가에 이르는 전체적인 절차에서 관
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상위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주민들의 삶
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자치법규의 선진화가 구현될 수 있다.
국가시책의 충실한 반영, 국가법령과 자치법규의 연관성·연동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한 준수사항 규정,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중앙 부처가 그 소관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통보·안내하고,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의 모범조례안 및 입안
지침 등의 제시, 법규안 입안관련 설명회 또는 질의응답시스템의 활성화, 지방의 구체
적 입안·심의과정에의 참여·협력, 타 선진모범사례(선진국 내지 선진지자체의 우수 조
례 등)의 수집·전파 및 벤치마킹의 장려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지원책을 강구하거나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차원의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
성화,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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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

Ⅰ. 자치법규 선진화의 개념
1. 법제도 선진화와 지방자치
법제도의 선진화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
면서 변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어가
는 데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공적 활동이 합헌적이고 정당한 법에 구속된다는 것으로서 법의 지배의 철저한 구
현은 오늘날 법치국가적 선진화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자유민주적 질서를 헌법 최고
의 이념이자 국가적 기본원리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적 가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선진화의 첩경일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 이념적 근간을 두고 기본권 실현과 주민 복
리 증진에 기여하는 필수적 헌법제도로서, 이러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제 가치와 원
리는 법제도 선진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정착과 심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담
보될 수 있다. 즉 지방자치가 중시되는 국가법질서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도 지방자치에 관한 객관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중시되어야 한다.1)
먼저,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권한의
배분과 상호간 견제를 통한 수직적 권력분립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수평적
권력분립이 초래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현대적 한계(사실상의 권력융합)를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권력분립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법적 지위가 보호되고 국가와 실질적인 대등관계에 설 수 있
도록 권력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자의 권력 행사에 대하여 교차
적 참여와 상호 견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칙
과 이를 구체화하는 자치법제에 적용되는 기본적 법원칙이나 기준, 양자 간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서로에 대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행정절차,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1)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주장과 설명은,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
구｣ 제29집 4호, 2001. 6, 15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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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법적 분쟁해결수단 등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실정법령과 그 이념적
토대가 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가 중시되는 국가법질서를 형성해감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이념과 논리가 관철되
도록 관련 자치법제와 행정 운용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2)

그리고 법치주의는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의 한계와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와 자
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조례)유보에 의한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의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사전적 침해예방제도와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등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널리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신뢰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만을 위한 지방자치 즉, 지방관치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주민
자치의 이념이 제도적․실제적으로 충실히 구현될 수 있어야 하며, 법치주의는 바로 이
와 같은 요구와 필요에 체계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의 자치법규의 중요성
현대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공간인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장에서 다채로운 양상
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의 정치․행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지방자치과정에서는, 전국적 통일성과 내용적
개괄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행정과는 달리, 당해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복잡다
양한 이익 상황이 구체적․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지방은 중앙과의 관계를 의식하
면서, 그 지방 특유의 환경과 여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유지․관리와 발전, 제 이해
관계의 조정 및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가변적 환경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이러한 양상과 더불어 최근 수년 간 추진된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이
제 서서히 중앙집권적 체제로부터의 다원적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2)종래 법치주의는 주로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소위 주관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참된 의미는 소위 객관적 법치주의, 즉 국가
전체의 합리적인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를 위한 법질서 및 법절차의 확립에 있으며 개인의 권리 보
호도 이것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법질서에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법치주의에 바로 우리나라 법치주의
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소송,”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2001. 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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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바야흐로 ‘지방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
한 법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있고 그 확대된 권한을
기초로 지역적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주민들 내지 각종 시민단체들도 권한이 확대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정치행정과정에 투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으로 전환될수록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둘러싼 법(法)의 문제’
는, 과거의 명령통제형의 단선적 행정메카니즘을 대체할 질서형성인자로서 그 중요성
을 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있어서도 빈발하는 권리․이해관계에 관한 갈등
을 조정․해결할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규범적 척도 내지 지표’로서 법적 기준이 동원되거나 활용되는 일이 훨씬 증가할 것
이기 때문이다. 행정과정이 개방화․민주화되고 권력이 분화되어 다양한 법주체에 의한
권한 행사가 복잡한 양상을 띠어갈수록, 그만큼 그에 관한 역학관계를 조정․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
의 현장은 자치입법과정을 통하여 ‘법창조의 최첨단 실험실’3)로 변모하고 있다.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가 지방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러한 상황적 배경 때문이다. 근래 들어 지방자치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으로서 자치법
규가 다수 양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에 관한 법의 존재양태도 한층 복잡다양
화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지역적응성․상황즉응성․지역종합성을 갖는 지역법규로서, 때
로는 국가법령에 대해 선구성․선도성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자치법규의 정립권한은
지방자치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의 하나로서, 그 실효적 행사와 운용
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
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의 정립권한을 부여
한 것은, 법규범의 정립자와 수범자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탄
력적인 법형성과 법적 규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들의 사무권한범위 내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 활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
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관건임과 동시에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실적으
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3)北村喜宣, 自治体環境行政法 , 良書普及會, 1997, 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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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 선진화의 의의
자치법규의 선진화란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권 실현, 주민복리 증진, 지역 공동
체의 안정과 발전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그 상하 또는 관련 법
규와의 법체계적 측면, 법규로서의 규범형식적 측면, 민주적 입법절차 및 입법과정상
의 주민참여의 관점, 그리고 자치법규가 담아야 할 입법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 등(필요성,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 전문성 등)에
서, 관련되는 요소들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자치입법에 구현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나, ‘선진
화’라는 용어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최근 법
개념을 법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부류의 법적 현상 사이의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변화
하는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관계개념(Relationbegriff)'4)으로 이
해하고 있는 맥락과 상통하는 것이다.
자치법규의 선진화란 자치법규의 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의 형식적․절차적․실질적․법제인프라적 측면의 제 요소들이 골고루 잘 갖추어지고 각
측면의 기본가치들이 원리체계적적으로 자치법규에 잘 반영되도록 하거나, 그러한 정
상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할 것
이다.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중핵으로서의
자치입법이 전문적인 조사․검토와 주민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적․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성안되어야 하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
적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시행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입법의도와 내용이 충실히 집행 또는
적용되도록 하되, 법 시행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결과 내지 부작용을 면밀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가 또 다시 자치법규의 정비 내지 보완에 환류
(feed back)되도록 함으로써, 한층 더 실효적이고 세련된 자치법규가 유지되도록 관
리되어야 할 것이다.
4) 심헌섭, 법철학Ⅰ, 60면. - 법이란 일종의 ‘지시’로서 동질적인 보편적 내용을 갖고 서로 불가분의 관
계에 놓여 있는 객관적 법과 주관적 법, 관습법과 법관법, 그리고 평가규범과 결정규범과 같은 대상
의 집합을 지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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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가 선진화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먼저 헌법의 기본원리 및 통치구조의 강화기능 : 세부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실현, 풀
뿌리민주주의 실천의 기능, 국가통치권의 수직적.기능적 권력분립 기능을, 둘째로 기
본권 보장의 기능 : 현대사회의 다양한 지방입법 수요 충족 기능, 개인의 기본권 보
장과 사회의 공공복리의 증진, 지방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의 기능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5)
또한 먼저 내부관계에서는, (ⅰ) 당해 지방자치행정의 근거․지침제시 기능, 자치행정
을 구속하는 기능, 행정의 계속성 유지기능,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진흥수단기능
을, (ⅱ)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욕구 실현기능, 주민의 권리의무의 명시기능, 주민
의 계발․선도기능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ⅰ)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법제의 지방
단위에서의 종합화기능, 국가법제의 보완기능, 국가법제의 선도기능, 국가시책에의 호
소기능, (ⅱ) 국가 이외의 외부관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유도기능, 지역
외에 대한 파급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6)
그리고 자치법규는 지역의 법이지만 국가의 법령 내지 시책의 구현과도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령의 입법의도나 위임의 취지를 잘 살려 적기에 알맞은 자
치법규가 마련되어 국가정책과 지방행정이 법령체계와 자치법체계를 통하여 유기적으
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률우위의 관점에서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
는 자치법규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법률과 자치법규의
유기적 견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이나 각종 국가적 시책의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나 새로운 시책 추진의 성과가 신속하게 일선 지방행정의 수
준까지 확산되고 주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의 규제 및 제도 개선 결
과를 즉각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일은, 그 자체가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 내 단체이고 자치법규
역시 광의의 국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도모하
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법제전문성과 관련 인프라, 재원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에는 국가의 후견자적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래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주로 획일적․통일적인 관리나 법체
계적 정합성의 확보를 통한 통제의 경향이 강하였다면, 오늘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5) 이상철(조례의 법적 성질과 규율한계, 월간 법제 통권477호, 1997.9, 150-163면 이하)의 자치입법 기
능부분 내용과, 윤명선(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헌법학연구 제1집, 1995.11, 112-116면)의 지방자치 기
능 부분 내용을 혼합하여 재구성함.
6) 박영도, 自治立法의 理論과 實際 , 한국법제연구원, 1998, 20-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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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앙정부는 과거의 관리 내지 통제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을 확보하고 지역거점으로서 국가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자치역
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소관 부처 차원에서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지원체계가 정비․확립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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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의 이론적 배경
1. 자치법규의 규범적 측면
(1)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규범성 측정의 필요성
1) 국가법질서의 통일성
현대 법치주의 하에서 국가의 성문법질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법규명령,
조례, 규칙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물론 자치법규로서의 조례의 위상과 관련하여
학문상의 논란이 많으나, 적어도 실정법체계상으로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으로서 헌
법, 법률 및 법규명령에 구속을 받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법질서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상하의 법체계에서는
물론, 동등한 법체계 내에서도 법령간의 모순·충돌이 없어야 한다. 이에 자치법규의
법체계적 및 내용적 규범정합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의 측정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법질서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볼때, 자치법규의 규범성의 측정은 자치법규의 선진화
라는 적극적 목적 뿐만 아니라, 국가법질서의 일부로서 자치법규에 대해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의 전제
현대 행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으로부터 입법권에 종속적이며, 따라서 행정의 자율성
은 입법의 자율성을 본질적 전제로 한다. 자치법규는 자율적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내지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편 국가 법체계상의 한계의 결과, 자치법규는 그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상
위법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본질상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위반한 자
치법규는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자치법규가 형식상 또는 내용상 적법성
의 요건을 침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7)

7)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
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법령
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추42 판결【조
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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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가 자치법규라고 한다면, 그러
한 자치법규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가 규범적 타당성이라 할 것이다. 결국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은 자치법규의 유효성 및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자치법규의 하자의 효과: 일부무효의 문제
조례가 성립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이나 실질적인 요건의 일부나 전부가 준수되지
않으면, 즉 규범적 문제가 있으면 이는 위법한 조례가 된다. 위법한 조례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위법한 법규는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며, 판례 역시 위법한 조례
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다.8)
다만 비교법적으로는 조례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규정과 형식규정의 위
반은 문제삼지 않거나 또는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
을 고려하기도 한다.9)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이는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한정되며,
내용적 위법까지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자치법규의 규범성의 문
제는 절차, 형식의 문제보다 내용적 측면의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치법규의 내용적 규범합치성과 관련하여 특히 자치법규의 일부무효의 문제가 제
기되는데, 조례안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법규범의 특성상 당해 조례안 전부를 무
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0) 이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있어 일부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규 전체가 무효로 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
연에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의 측정
은 자치입법권의 보장 및 이를 통한 지방자치권의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조례안의 일부무효의 문제로서, 조례의 일부무효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조례의 경우 개별규정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나머지 규정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이는 다른 부분을 규정하지 아니하였
으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 무효인 부분이 없이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8)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
추42 판결).
9)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335면 참조.
10)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
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자칫 전
체적인 의결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 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결 전
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나 수정
재의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
우에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추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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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등에는 전부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4) 자치법규의 입법기반의 부족
자치법규에 있어서는 법체계 및 법원리상으로 요구되는 규범적 한계가 다양하게 존
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
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체계 및 입법기반은 국가입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위법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입법경제상의 문제는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
다.
이에 자치법규의 현실적인 문제인 입법기반의 부족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치법
규의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제도의 연혁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자치법규의 제정에 있어서는 입법기반의 문
제는 규범적 측면 외에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발생하는데, 자치법규의 제정주체인
지방의회 등은 자치법규를 제정하지만 입법기술의 미비 등으로 불명확한 자치법규 생
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치입법은 입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내용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
한 형식을 채택할 것인가, 특히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관련하여 일반적 규율/한시적
규율, 조건프로그램/목적프로그램, 규율밀도와 강도, 규율수단의 선택, 규율등급의 선
택, 위임범위의 확정 등이 문제되는 ‘입법방법’과 입법자가 입법자의 원하는 의도를
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일련의 기술
(Technik), 즉 어떻게 표현하는가와 관련하여 소관사항의 원리, 체계성의 원리 등을
다루는 ‘입법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2)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식화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또는 주요 준칙이라고 하며,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당위의
법칙을 앞으로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강제규범으로 정립하는데 필요한 원칙
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일반적 지도원리 내지 원칙과는 다르다.13) 입법기술의 내용적
적용원리로는, 합헌성의 원리14) 소관사항의 원리, 실효성의 원리15)가 있고, 형식적 적
11) 홍정선, 앞의 책, 336면 참조.
12) 법제처,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안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보고서, 2011.7., 33면.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학입문, 2010, 한
국법제연구원 참조.
13) 박영도, 입법학입문, 432-433면 참조.
14) 합헌성의 원리 : 헌법의 어떤 조항 또는 그 밖의 다른 권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입법의도를 위해 국가
의 입법권이 발생하는가 / 법률에서 행정부로의 입법권한의 이전된 경우, 부여된 위임의 내용ㆍ목적
과 범위가 충분히 명확한가 / 의도하는 법적규율이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관계되는가, 제도보장과
관계되는가 / 평등원칙을 준수하였는가 / 헌법의 기본원리(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와 의도한
법규정이 일치하는가, 그밖의 일반적인 헌법원칙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등.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 15 -

용원리로는 체계성의 원리, 후법 우선의 원리16), 특별법우선의 원리17), 명확성의 원
리18), 이해가능성의 원리19) 등이 있다.20)

(2)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규범성 측정의 법적 근거

1) 자치법규의 본질
일반적으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조례는 통상 불특정다수인에 대
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며,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2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권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원
칙 및 의회입법원칙의 위반은 아니며 이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그 근거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조례제정권을 창설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것은 박영도, 입법학입문, 436면 이하 참조.
15) 실효성의 원리 : 법규범이 일반국민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경우 법의 내용이 현실적 규범력을 발
휘하고 실현되는가의 문제로서, 특히 법령내용이 사회평균인의 상식에 합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일반국민이 알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위의 책, 450면 이하 참조.
16) 후법우선의 원리 : 형식적 효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법령의 내용이 상호 모순․저촉하는 경우
에는 후에 제정된 법령이 전에 제정된 법령에 우선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새로운 사회경제의 발전에
수반되는 새로운 규범에 우월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 본질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위의 책, 458면 이하 참조.
17) 특별법우선의 원리 : 일반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말하며, 특
별법이란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특정의 사람, 지역, 기간 등을 한정하여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
는 법령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데 있다.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위의 책, 469면 이하 참조.
18) 입법의 원칙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예측가능성의 실현의 법리로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규범의 내용은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 예측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할 정도의 명확성을 요한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상
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나, 특히 오늘날 입법은 사회현상의 복잡화 및 가치관의 다원화에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요청에 의한 일반조항 내지 불확정개념의 과다현상으로 일정부분 명확성원칙이 제약받
고 있다.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위의 책, 469면 이하 참조.
19) 이해가능성 원리 :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하고 일반인이 그 의미와 관
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리고 항상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해가능성이라는 관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입법자 스스로가 수범
자의 이해가능성을 의미론적 관점, 문법론적 관점, 문장론적 관점 등으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위의 책, 489면 이하 참조.
20) 입법기술에 관한 위의 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안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보고서, 2011.7., 33면에서 옮겨 왔음.
21) 홍정선, 앞의 책.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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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조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를 시원적 입법으로 볼 것인지 전래적
입법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대립되어 왔다.22) 이는 지방자치권의 본질과도 관련되
는 것으로,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고유권설과 전래설의 이론적 대립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상위의 행정단위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국가의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고유권
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23) 헌법으로부터 독립된 지
방자치를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전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치권에 대
한 전래설을 택하더라도, 행정권의 전래로 볼 것인지 통치권의 전래로 볼 것인지 여
부는 나누어 질 수 있다. 법치행정원리하의 지방자치라고 보게 되면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을 완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전래설을 취하더라도 지방자치권
을 행정권만의 전래가 아닌 통치권의 전래로 보면, 법치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와의 조
화24)를 통한 기능적인 접근에 근거하여 의회입법의 원칙과 자치입법과의 관계를 보다
능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자치입법권의 내용으로서의 조례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치행정권의 본질적 내용인
동시에 지방의회를 통해서 제정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바, 전래적 입
법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 입법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거해서 제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입법권에 의하여 정
립되는 국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자주적 법체계를 형성하며, 그러한 조례의 자주적 입
법성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있어서도 조례의 규범적 본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2) 조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은 조례자주입법설과 조례위임입법설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다시 고
유권설에 입각한 조례자주입법설과 전래설에 입각한 조례자주입법설로 나눌 수 있다. 고유권설에 입
각한 조례자주입법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연권적 고유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
하는 사항은 조례의 전권사항으로 본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고유사무에 관한 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완화하여 해석한다. 이에 비해, 전래설에 입
각한 조례자주입법설은 조례제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이고 통치권의 일부가 이양된
것이긴 하나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조례는 국가법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
고 한다. 이와 달리, 조례위임입법설은 조례제정권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헌법으로부터 법률,
그리고 법률의 수권에 의해 명령, 조례가 제정되므로, 조례도 위임입법의 일종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
례와 행정입법은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 본다. 현재의 학설상으로는 전래설에 근거한 조례자주입법설
이 일반적 입장으로 보인다.
23)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2005. 5.) 373면.
24)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11호, 2006, 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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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2개 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것만을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율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2개조항만으로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전체적인 규범조화적 틀로써 지방자치는 실현된다. 공동체의 기
본법인 헌법의 기본원리는 당연히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된다. 헌법의 3대 기본원리라
일컬어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리주의는 불가분의 三鼎關係에 있다.25) 우리가 살
아가는 생활질서의 규범틀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틀의 형성은 민주주의에
의하며, 틀에 담기는 내용이 복리주의의 실현이 된다. 틀의 형상과 내용은 각 나라의
시대적ㆍ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치나 복리의 정당성의 기초는 결국
민주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의 구현으로서 지
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논의에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 그것도 법치행
정원리 하의 지방자치라는 일면적 시각에 얽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실 법치주
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뜻
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제 규정도 통일적ㆍ상호
유기적인 규범조화틀 아래, 전체공동체 내의 부분공동체가 지방자치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갈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26)
한편 지방자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직접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
의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전권한성) 자기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자기책임성)
을 가진다는데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에 관련되는 지역적 사무가 존재하는 한, 헌
법상의 보장내용에 의해서 그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에 해당하
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인정된다. 동시에 지방자치는 고유한 사무를 “자신의 책
임”하에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질로 한다.
자기책임성은 국가의 합목적성에 대한 지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고유한 정
책적 구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즉 자기책임성은 사무의 수
행여부, 시기 및 방법과 관련되는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의 재량의 표현이다.27) 따라
서 자기책임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법질서 내에서 법적으로 활동가능한 모든 다
양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에 상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허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25) 헌법적 접근에 관하여는 허 영 교수의 헌법이론과 헌법 참조. 종래의 헌법해석서를 넘어서는 이론서
로서 높이 평가된다.
26) 최승원, 앞의 글,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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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자치입법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적 보장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입법에
대한 행정의 구속성의 결과, 자율적 입법권의 보장이 없는 자율적 행정의 보장은 무
의미하기 때문이다.28)
즉 현대의 권력분립적 구조 하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권에 종속적이거나 적어
도 입법권에 의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입법기능
의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기결정의 원리라고 할 때, 어떤 조직
체의 자기결정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규범정립권의 유무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자기책임적 사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치입법권의 충실한 보장은 지방자치보장에 있어 핵심적 내용이
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29)
좁은 의미에서 자치란 자치입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제에서 자치입법권
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며, 따라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되는 자치권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가 된다.30)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
정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는 단순히 자
치법규의 제정가능성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적법유효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에 적절한 자치법규의 제정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의 측정은 자치법규의 규범적·현실적 적정
성을 담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에 이바지하게 된다.

3) 자치법규의 규범적 한계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가 법치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례
제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기책임성의 결과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책
임성의 보장이 법률과 법에 대한 기속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할 수는 없다. 행정주체로
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헌법상의 법치주의에 의하여 법률과 법에 기속되고 있기 때
문이다.
즉 일반적인 행정의 법률구속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위는 법률과 법에
구속되며, 이는 적법성의 통제가 불가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자치입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단
체의 고권 역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한 구속
과 제한은 엄연히 존재하게 된다.31)
28)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2005. 5.) 373면.
29) 조성규, 위의 글, 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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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는 국가법질서와 지역공동체인 부분사회의 자치입법
의 조화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법치국가이므로 지방자치에 법치주의가 적용됨을
물론이나, 그 지향하는 바가 법치주의 하에 법치행정원리와 지방자치(자치입법권의 보
장)와의 조화인지, 법치행정원리 하에서 의회입법원칙과 행정입법으로서 자치입법권의
보장인지 여부는 법치주의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한다.
자치입법권 내지 조례제정권을 행정작용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법치행정원리 하
의 지방자치라는 등식을 유지하게 되므로,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을 완화시키는 논리전
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전래설을 취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행정권만의 전래
가 아닌 통치권의 전래로 보면, 법치행정의 원리와 지방자치와의 조화라는 화두를 내
세우기가 수월하다. 예컨대 규율효과가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복효적이든 적어도 지
방자치사무 중 지방적 특성에 기한 고유사무에 관한 한, 그 규율이 불가피하게 요구
되는 경우에는 설령 법률(의회의 입법권)의 규율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의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권 내지 자치입법권으로써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전개가
가능하다.32)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서는 법령우위원칙, 법령유보원칙이 논
의되어야 한다. 법률과 함께 법률의 보충적 효력을 지니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조례
가 국법체계의 제일하위에 위치지워지기 때문이다.33) 전체 법질서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제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범적 한계를 가진다.
동시에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적 사무수행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례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조례는 그 대상이
라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3)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규범성 측정의 지표화
1) 규범성 측정의 유형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규범성 측정은 본질적으로는 자치법규의 규범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지향하지만, 규범성 측정의 구체적 형태 및 지표화는 그 구별기준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기능적 의의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규범성 측정이 자치법규 일반에 대해 사전적․예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특

31) 조성규, 앞의 글, 375면.
32) 최승원, 앞의 글, 401면.
33) 이러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나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보다 조례로 바로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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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치법규에 대해 사후적․통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규범성 측정지표는
구별된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규범성 측정 지표는 주로 자치법규의 규범성의 의
미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제도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법규의 입법기반
의 향상을 위한 것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자치법규의 적법 여부 및 규범적 타당성
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여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편 자치법규의 선진화는 입법제정주체, 수범자 등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으
로, 규범성 측정 역시 측정 영역에 따라 그 구체적 지표화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다. 가령 자치법규의 직접적 제정주체로서 지방의회 영역에 대한 규범성의 측정은 주
로 자치법규의 규범성의 내용 및 입법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비해, 자
치법규의 입법 및 운용주체로서 공무원 영역에 대한 규범성의 측정은 자치법규의 규
범성의 인식 및 입법체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수범
자로서 주민들에 대한 규범성의 측정은 주로 규범적 타당성 및 규율의 적정성을 중심
으로 자치법규의 사후적 평가 및 통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규범성 측정의 기준과 방식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규범성 측정의 기준과 방식은 전술한 규범성 측정의 형
태 및 영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자치법규의 규
범성의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자치법규의 적법 여부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의미
에서의 규범성의 결여는 자치법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의 규범성의 측정은 자치법규의 효력 유무와 직결되는 점에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엄
격한 규범적 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자치법규의 규범성 문제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 규범성의 측정은
자치법규의 위법·적법의 문제 외에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이념의 실현 및 지방자치
의 바람직한 규범적 방향의 제시를 위한 측정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규범성의
측정은 자치법규의 효력 유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타당성의 정도 내지
합목적성의 측정을 본질로 한다.
규범성 측정의 방식 역시 규범성 측정의 본질에 상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좁은 의
미의 규범성 측정의 경우에는 P/F의 방식으로도 측정되어야 하며, F의 경우는 위법
한 자치법규로서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법적 근거 및
측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넓은 의미의 규범성 측정의 경우는 단계적 구조의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자치법규의 규범적 지향점을 측정의 기준 및 내용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구조의 평가는 엄밀하게 본다면 순수한 규범적 의미보다는 - 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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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의 실효성 등 합목적성의 관점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3) 규범성 측정의 주체
자치법규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본질적 요소인 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
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전 영역에 걸쳐 요구된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제정주체인 지방
의회는 물론, 자치법규의 집행기관 및 자치법규의 수범자로서 주민의 관점에서도 자
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법규의 선진화는 궁극적으로는 자치법규의 공급체계
(정책 - 입법 - 행정)와 수요체계(수범자로서 주민)간의 참여와 협력 시스템을 통한
규범적 공동체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범성 측면을
포함하여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문제는 개선도 측정의 주체인바, 자치입법의 규범적 본질상으로는 물론 조례의 민
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규범성의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감독·통제기관으로서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요청은 규범성 측면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은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능
력을 가지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제3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그러한 관점에서는 공행정영역보다는 민간영역을 측정주체로 하되,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화가 타당할 것이다.
4) 규범성 측정 결과의 활용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의 결과, 좁은 의미의 규범성, 즉 P/F 방식의 평가인
경우에는 측정 결과의 즉시적 반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F의 경우에는 자치
법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당해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후속작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이에 반해 단계적 구조에 의한 규범성 평가에 있어서는 측정 결과는 사후적이고 계
속적인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피드백 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특히 단계적
구조의 평가에 있어서는 측정 결과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용에 관
한 문제인지, 절차적 과정에 관한 문제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동시에 규범성 측정의 결과는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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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바, 형식적 지원체계의 제도화가 아닌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특유한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한다.
5) 규범성 측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가. 상위법령과의 법률적합성 강화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법규의 규범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치법규의 현실은상
위법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규범적 문제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지
속적으로 입법되고 있고 자치법규를 둘러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와 중앙정부의 갈등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포함
한 규범적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경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임조례는 국법체계의 일부인 점에서, 위임조례
에 대한 규범성 측정을 통한 규범적 타당성의 확보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규범적 문제
를 넘어 국가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결국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은 무엇보다 조례입법 추진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위법조례 발생가능성을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확보에 기여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효과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분쟁
의 사전적 예방을 통해 사후적인 조례관련 소송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법경제에도 기여
한다. 상위법 위반 조례에 대한 중앙부처 등의 재의요구지시와 대법원 제소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나. 자치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신속성 확보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은 우선적으로 자치법규의 규범적 방향성 및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
하며 제도개선과제가 현장에서 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적시조례의 문제 등 자치법규의 적시의 적절한 규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율의 공
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자치입법의 현실이 주로 위임조례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규범성 측정을 통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있어 신속성의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법령과 제도개선 과
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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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치법규 입안 능력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입안(제정, 개정, 폐지) 건수가 1년에 1만9천건을 넘어
서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안 능력과 법제전문성이 부
족하여 입법지연은 물론 입안된 경우에도 위법한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국가법령의 경우 법령심사를 전담하고 입안을 지원하는 법제처 조직이 있으
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조례안의 재의요구가 많은 바, 법률안 거부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나, 조례안 재의요구는 1년에 36건이나 되고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가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34)
따라서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은 직접적으로는 자치법규의 위법성을 배제하
게 함으로써 입법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4)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자치법규의 합헌성의 문제

1)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있어 합헌성의 규범적 의미
헌법의 최고규범성으로부터 자치입법을 포함하여 모든 입법 및 국가권력은 헌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 하에 있게 된다. 다만 통상적인 국가입법 및 국가권
력에 있어 헌법은 행위규범 내지 통제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바, 그에 있어 합헌성
의 요청은 제한적 내지 규제적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헌법은
통제규범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자치권에 대한 수
권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바 합헌성의 요청은 규제적 의미와 더불어 형성적 내지
보호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측정기준 내지 기준의 개발에 있어서도 합헌성의
문제는 규제적 의미와 형성적 의미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규제적 차원에서의 자치법규의 합헌성
가. 합헌성의 의미와 내용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과는 별개로 당
34) 법제처,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안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연구보고서, 2011.7.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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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헌법상의 규범적 내용에 위반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자치법규는 헌법의
성문규정은 물론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기본권의 보장은
지방자치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규범적 책무를 가지는 점에서,35) 자치법규를 통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상의 지방자치 보장의 본질은 기본권의 보장이 아니며,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기본권과 전혀 무
관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본권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도라고 보아야
하며, 주민의 기본권보장에 이바지한다.
지방자치는 제도적 보장이라 하더라도 가족제도 등 특정영역에 대한 제도와 달리,
정치 내지 행정이라는 포괄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본권의 실현과 직접적
으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령,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의 결과 지방자치
는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의 참정권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역
적으로 구분된 단체인 점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을 가지며, 또한 복지사무의 집
행을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수행하는 기본권보장의 기능은 기본권에 대한 최대한 보장의 원
리에 따라 적극적이고 최대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합헌
성에 대한 측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합헌성의 관점에서 선진화 측정기준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측정기준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원리에 관한 규
범적 한계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되며, 그 외에 민주주의원리 등 헌
법규범의 준수 여부가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있어 합헌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치입법의 적법유효성의
전제인바, 헌법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자치입법의 규범
적 한계로서 합헌성 및 합법성의 요청은 자치입법의 법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특
별한 차이가 없는바, 규제적 차원에서의 합헌성의 문제, 즉 기본권 제한원리를 포함하
여 헌법규범의 준수 여부에 관한 합헌성은 문제는 후술하는 자치입법의 합법성의 문
제와도 중첩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합헌성의 문제는 오히려
35)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
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
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
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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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수권근거로서 법률의 선진화 내지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실제적인 의
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3) 형성적 차원에서의 자치법규의 합헌성
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법률유보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의 보장을 위한 본질적 요소인 점에서 지
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영역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7조 제1항 역시 명문으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하다.
다만 지방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침해될 수 없는 무
제한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결과 지
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영역
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지방자치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반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동시에 법률유보에 의한 지방자치권
의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 즉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입법자에
대한 수권규정인 동시에 그 자체로 국가입법권에 대한 제약의 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 행정이라는 관점과 달리 -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있어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평가에 있어 합헌성의 문제는 직접 자치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 형성적 법률유
보와 관련하여 - 자치입법의 수권근거로서 법률에 대한 선진화 요청을 본질적인 내용
으로 한다. 즉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에 있어 위헌성의 문제와 자치입법에서의 위헌성
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합헌성의 문제는 - 전술한 기
본권보장의 문제와는 달리 - 헌법에 의한 적절한 자치권의 보장이 행해지고 있는지에
평가를 필요로 한다. 반면 자치입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규율내용의 위헌
성의 문제는 후술하는 규율내용의 합법성의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법률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형성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
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진화의 측정기준의 설정이 곤란하다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 내지는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한계이며,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자에게는 비례원칙에
따른 형량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원리는 그 자체로
불명확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측정기준의 설정 및 그 기준의 마련은 용
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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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있어 합헌성의 의미
형성적 의미에서의 합헌성의 문제는 자치법규에 대한 측정기준 및 기준의 제시가
아닌, 자치법규의 수권근거로서 입법의 문제와 보다 직결된다. 즉 수권근거로서의 법
률이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 및 그에 따라 헌법상의 규범적 한계를 준수
하였는지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자치법규는 법률유보 하에서 존재하는 점에서 수권근거인 법률의 합헌성은 자치법
규의 선진화에 있어 실질적 출발점이 된다. 다만 본 연구는 - 자치법규에 대한 수권
의 적법성을 전제로 -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측정기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자치
법규 지원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이에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되, 자치법
규의 선진화을 위한 규범적 전제이자 출발이라는 점에서 개략적으로 예시해 본다.
다. 자치법규의 수권법률의 선진화 측정기준
자치법규의 수권근거인 법률의 선진화 측정기준 역시 규범적 측면 및 그 외의 다른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규범적 측면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볼 때, 자치
법규의 수권법률의 선진화 측정기준은 - 아래와 같이 - 주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다만 형성적 법률유보의 본질상 자치법규의 수권법률에 대해
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에서 그 위헌성 여부의 판단은 어려운
일이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의 측면
-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 지방자치권의 제한에 있어 비례원칙은 준수되었는지
- 조례에 대한 수권근거를 두고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입법과정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었는지
- 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능성이 고려되어 있는지
- 국가의 감독․통제는 법제도적으로 적절한지
- 사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재정조정제도)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나) 사무배분의 측면
- 사무의 구분(자치사무 v. 국가사무)은 적절한지
- 사무배분에 있어 보충성원칙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행해지는지
- 국가적 규율의 필요성(전국적인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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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배분(특히 국가사무로의 전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한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의 고려는 적정한지
- 사무관련 권한이 포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인지(지역적 사무의 여부)
- 사무의 단위는 적절한지
- 사무와 비용의 견련성이 고려되어 있는지

다)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의 측면

- 자치법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명확한지
- 자치법규에 관한 법해석의 오류는 없는지
- 정권 또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입법 또는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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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민주적 측면
(1) 입법절차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1) 자치입법 절차의 법적 의의
실체적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은 절차적 과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으로 전화되는바, 입법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고려할 때 입
법통제 및 입법평가에 있어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
다.
규범제정에 있어 입법의 종국적 내용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실상 곤란하며, 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조례제정에 있어 지방의회가 가지는 형
성의 자유에 대한 최고도의 제한은 표준조례를 통해서 행해지는 정도이다. 따라서 원
칙적으로 조례제정에는 현저한 형성의 여지가 존재한다. 조례제정은 법집행처럼, 존재
하는 사실관계에 의해 조건 지워진 결정이 아니며, 오히려 일정한 목표수립에 근거한
조건의 형성이다. 이러한 결정유형에 있어서는 그 결과의 질적 담보는 단지 절차보장
을 통해서 보장될 수밖에 없다.
규범에 대한 통제의 허용성 및 이에 관련되는 신뢰의 보호 여부는 그 밖의 요소,
가령 규범제정절차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절차적 보장이 약하면 약할수록 통제의
허용성은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법인 조례에 대한 법적 통제는 절차적 보장의 여하에 따라 - 국가법에 대한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절차법적 의의가 크
며, 동시에 자치입법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국회입법으로서의 법률에 준하는 절차
적 보장의 존재는 준법률성의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입법과정을 설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여러 절차적 관문을 제도적으
로 마련하면 이러한 절차적 관문이 곧 통제가능성으로 작용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
한 입법이 법과정을 거치면서 통제되고 지양되어 입법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바, 입법과정의 정당성은 사법작용을 통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 일반에 있어서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법률의 합헌성 추정을 뒷받침하여 법률의 해석․적용과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다.36)

36)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2011.12.), 135-138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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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
자치법규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종례 제정절차와 관련하여서만 논의되어 왔으나, 자
치법규의 제정이전의 과정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는지 하는 것부터, 입안, 심
의, 의결, 공포를 넘어서서 자치법규 제정이후의 집행, 집행결과의 환류 차원까지 포
괄하는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선진화 기준이 반영되었는지 여
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의 유형이 있으나,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의
회의 의결을 통해 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이다. 이하에서는 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선
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3) 자치입법 절차의 개관
규범정립절차로서 조례제정절차에 대해서는 선험적이고 획일적 규율은 없으나, 일
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을 통해서 조
례제정에 관한 절차가 규율되며, 이것이 통상 가장 중요한 절차적 규정이 된다.
특히 자치입법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조례의 준법률성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며,

- 30 -

조례의 준법률성에 대한 논거는 일반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내지는 자치권으로서 자주
입법권 등 실체적 논거들이 거론되지만, 조례에 대하여 준법률로서의 지위를 부여하
기 위해서는 그러한 실체법적 논거 외에 법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절차법적 보장 역시
중요하므로, 조례에 대한 절차법적 보장은 조례의 법적 지위의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에게 유보된 임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다. 이해관계 있는 의원의 배제37) 및 단체장의 책문권38) 등이
중요하며, 이것들이 조례제정절차로 구체화된다.39)

한편,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허용되지만, 조례제정에 있어 국가의 관
여 내지 협력체제 역시 일률적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규범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독자성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은 조례제정절차에 있어서 감독청의 지위에 대한 입법
정책적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가장 자치가 보장되는 방식은 단지 규범적인 사후적
법적 감독만을 행하는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출의무가 강조되고, 감독청은
정보수집부담이 경감하게 된다. 최근의 법적 경향은 지방자치권의 강화를 위해 조례
의 제정시에 원칙적으로 인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가 감독청은 통상,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한 위법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후적 진압적인 감독수단을
사용한다.40)

(2)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제정의 절차

1) 조례안의 발의 및 제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의원․위원회 및 단체장에게 부여되
어 있다. 즉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그리고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
다(지방자치법 제58조 참조)

37) 조례안의 의결에 있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즉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다(지방자치법 제62조).
3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
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
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39) Schmidt-Aßmann, Kommunalrecht, in: ders.(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1. Aufl., Rn. 97.

40) 조성규, 조례제정절차의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13호, 2007.3, 83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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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안의 심의․의결
지방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의사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따
라서 조례안의 의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자치법 제6조 등),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
으므로(동법 제61조),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안은
폐기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
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제1항).

3) 의결된 조례안의 이송․공포 및 재의요구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
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조례안 거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
정된다.

4)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
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
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1조).

5) 조례의 제정절차의 일반모형41)
1 조례안 발의(제출)

조례의 내용적 타당성 검토
재적의원1/5이상, 의원 10인이상, 단체장

- 접수
2 본회의에 보고

조례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사전송부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41)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서강출판사, 2006, 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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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심사회부(공문)
4 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폐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요구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5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의결전 미리 단체장

6 본회의 상정. 심사. 의결

의 의견청취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로 이송

7 단체장에게 이송
8 단체장 공포(20일 이내)

조례안인 경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의요구

9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10 대법원에 제소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상급기관은 소의 제기
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자치법규에 있어 입법절차의 문제는 단순히 입법의 정당성이라는 측면 외에도 지방
자치의 본질상 불가결한 규범적 요청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주민이 그 지
역의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적 범위에서 주권자의
실질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기본권과 무관한 제도적 보장
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본권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42) 주민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도, 한편으로는 그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의 주민의 자기결정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주주의의 최대한 구현 및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특히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규범적 고려가 당연히 필요하다. 물론 헌법 제118조
는 지방의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의 의한 직접적 참여와
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자치작용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련의 방법들로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도입되
42) 허영, 한국헌법론, 2009, 7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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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작용의 기본원리인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
제의 도입으로 이해된다.43)
헌법상의 기관의 구성원리로서 대의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결정
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
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 선거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대의기관의 선거를 통
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한다.44) 다만 현대의 대다수 헌법
국가는 대의제도를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대의의 본질과 이념에
따라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그 경험적 의사보다 존중하도록 요
구하면서도, 또 한편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경험적 의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민주정치가 반드시 국민의 직접통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추정적인 의사 뿐만 아니라 그 경험적인
의사까지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피할 이유
가 없다는 현실정치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대의제도의 현대적인 유형이라
고 할 수 있다.45)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
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대의제도의 보완으로 봐야 한다.46)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그가 속한 지역공동체의 자치를 존속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자기책임성이 도출될 수 있다.47)
그런데 통제 및 책임성은 주민참여법제의 근거의 일부에 해당한다. 헌법의 개별조문
에 근거하여서는 주민참여법제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관된 법논리를 도출하기 어렵
다. 게다가 우리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단지 2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을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율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2개조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전체적인 규범조화적 틀로써 지
방자치는 실현48)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도 구성원의 이해조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공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신뢰가 있다면,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에 유
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청을 보다
43)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16호, 2007, 260-261면
44) 허영, 헌법과 헌법이론, 2009, 888면.
45) 허영, 앞의 책, 892면 이하.
46) 양승미, 주민참여법제의 현안과제, 한국공법학회 주최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1.4,
47)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16호, 2007, 260-261면
48) 최승원, 앞의 논문, 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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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구현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절차적 보
장, 특히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법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제도들이 자치행정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치입법에 대해
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로 주목된다. 국가의 경우 의회입법과정에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
면이 있으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더욱 독려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할 때, 단체자치를 강조할수록 대의제를, 주민
자치를 강조할수록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 의미의 지
방자치는 두 가지 의미의 지방자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 발의만이 아
니라, 전체적인 조례제정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참여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49)

49) 양승미,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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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
(1)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의 개선도 측정의 의의
지방자치의 복원과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실 공히 지역에 있어서
의 독자적 행정주체․정책주체로 자리 매김하면서, 이제 자치법규는 크게 행정․정책의
체계 안에 편입되어 다른 다양한 행정수단들과 함께 국가 내지 지역적 정책의 형성과
실현, 각종 현안의 해결과 대안의 제시 등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
치법규의 입법과정은 국법체계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자주
적인 자치법제도를 설계하면서, 의도하는 입법적 의사와 내용을 적합한 규범적 언어
와 표현들로 빚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시
책과 법제를 지방에 구현하고 지방 독자의 자주적 정책 및 행정 역시 자치법체계 및
법원리에 부합되게 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영
역에 있어서의 법적 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법치국가
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주요한 계기로는, 국가 차
원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선이나 각종 시책의 내용을 자치법규를 통해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적
시에 제․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그 법적 근거․기준 등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다원적 복합사회에서
의 복잡한 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지역 주권자인 주민들의 각종의 요망사항들을 법
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입법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제․개정되는 자치법규가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
실하고 법치국가의 이상과 원리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규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법
규의 내용의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자치입법
의 필요성‧효율성‧실효성, 국가시책이나 법령 개선 사항 반영, 유사‧선행․모범법규와의
관련성, 지역법으로서 지역의 실정‧특수성의 반영, 주민의견 수렴의 측면, 법규 시행
을 위한 필요 재원(예산)의 확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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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정책구현 수단으로서의 자치입법
사회구조의 복잡화, 다양한 지방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대,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과
여망의 확산, 사인(私人) 상호간․공사(公私)간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대립, 지역간․국가
간 경쟁의 격화 등으로 묘사되는 현대적 지방행정 상황은, 지방행정의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때로는 분쟁의 공정한 조정자로서, 때로는 주민의 생존과 복리를 책
임지는 후견자로서, 그리고 또 때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는, 법규
범 내지 법체계와의 관련에서 볼 때, 행정활동의 주요 수단으로써 조례를 위시한 각
종의 자치법규를 다용(多用)하거나 적극 활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자치법규의
정책수단화’). 현대에 있어서 이와 같이 법규범이 정책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현상은,
법이 정책에 대한 객관적 룰(rule)이라고 하는 외피(外皮)로서 그 정책 실현을 위한
정당화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0) 그리고 이것은 내용적으로 법규범
이 종래와 같은 권리의무 획정적 성격과 함께 임무부여적․문제해결적 성격도 아울러
갖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51) 이처럼, 현대에 있어서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법과 정책이 상호 접근 내지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가행정에서는 물론이고 지방행정의 현실에 있어서도 실제
지역 고유의 정책의 문제가 법형성․법해석․법집행이라는 행정의 제 국면과 깊은 관련
을 맺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전은 법을 통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실현수단의 체계
적 정서라는 현상을 낳고 있고, 특히 각종의 지역개발입법이나 공공계획입법, 복지정
책 등을 추진하는 개혁적 입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성향이 다분히 강한 법규
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법규들에서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단들을
법정(法定)하다보니, 그 내용 또한 사후교정(矯正)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사전예
방적․계획적․유도적․조성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전문성․기술성․급
변성이 강한 탓으로 관련조항의 제정 및 개폐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요구되고 이와 같
50) 原野 翹, ｢現代法と行政法學の課題-法の政策化と現代行政法學｣, 行政の公共性と行政法 , 法律文
化社, 1997.11, 27면.
51) 최송화, 앞의 논문, 82면. 또한 동 논문 86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사회를 동태적인 사회로
이해하고 법규범의 기능을 국가․사회의 통합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는, 법규범 특히 공법 내지 행정법
은 행정에 대한 한계 부여의 의미뿐만 아니라 임무 부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적 상황
에서는 정태적인 사회에서의 기존의 당위 내지 규범적 소여를 중시하는 주지(主知)주의적 경향의 법
학보다는, 끊임없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규범적 정립의 측면이 강조되는 유의(有意)주의적 경향의 법학
이 상대적으로 각광받게 되며, 따라서 오늘날의 법해석론에 있어서도 유의주의적인 관점, 즉 정책적
관점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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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상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요컨대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일정한 가치나 공익적 목적은 정책으로서 정리되고 이
러한 정책 중에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요구되는 사항은 자치법규로 제도화하여야만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쇄과정을 통하여 지역 정책의 목적과 내용은 정책적 분석과
후술할 입법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법인 자치법규로 전화(轉化)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의 규범형식
적 측면이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요소만이 점검․측정되어서는 안 되고—물
론 그러한 측면의 요소들과 함께—자치법규의 내용적 요소들도 중시되고 다각도로 체
크되어야만 한다.

(3) 입법판단과 자치법규의 선진화
자치입법 시에 법규의 다양한 내용적 요소들을 법규에 충실히 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접점은 바로 “입법판단”52)의 문제이다. 입법판단이란, 지방자치
단체의 내․외부로부터 감지되는 다양한 입법의 계기 내지 법규안의 내용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이를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정책 자체의 적부 판단53)과는 구별하여, 어느
정책이나 입법적 요소들을 법규범이라고 하는 형식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의 적부 및
그 법규범 자체의 내용에 관한 적부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법판단은 어디까지
나 법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확인하고, 그것이 정책 등의 실시수단 또는 명확화수
단으로서 적합한 것일까(입법의 필요성 등), 또는 적합한 것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
용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입법의 효율성․집행가능성․실효성, 예산의 요부(要否)
등)를 묻는 것이다.
입법판단은 정책판단과는 조금 구별된다. 물론 입법의 적부의 판단을 통하여 정책
의 적부의 판단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법판단 자체는 어디까지나
정책 자체의 적부의 판단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 주된 관심이 주로 법적인 측면
에 있고 정책 쪽에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판단은 특정한 정책이나 각종
입법적 내용들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관점과 기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판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의 필요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서는 자치법규의 효율성, 집행가능성 및 그 실효성 여부, 예산(재정)과의 관련성, 기타
부수적인 요소 등이 점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西谷 剛, ｢政策の立法判斷(一)｣, 自治硏究 71卷 11号, 1995.11, 7면 참조.
53) 자치법규의 내용으로서의 ‘정책 자체의 적부의 판단’은 사회경제적 내지 기타 여러 가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정책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관련 영역에 걸쳐서 다원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이것은 단지 법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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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성 척도로서의 법제인프라의 측면
자치입법과 자치법규의 전문성은 자치법규의 입안과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자체 자치법규시스템의 존부․활용 등과 같은 법제인프라를 통하여 상당 정도
담보된다. 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빈번해지고 자치법규의 양이 증가하는
작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규 내지 법제의 입안, 심사, 해석 등을 전담하는 전문적
조직, 인력, 입법시스템의 존재와 그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
겠다.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법무의 스타일을 크게 ｢총무형법무｣와 ｢정책형법무｣로 구분하
여,54) 주로 문서업무 내지 총괄적 사무를 중심으로 그 법적 위험(legal risk)을 예방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형의 법무55)를 이른바 ｢총무형법무｣라고 할 때
이러한 총무형법무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
인 정책주체․입법주체라는 인식 하에 지역정책의 설계와 형성, 그 실현이라는 공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관철해갈
수 있을까하는, 이른바 정책입안형 내지 정책실현형의 법무를 ｢정책형법무｣라고 할
때, 지방자치의 시대로 접어드는 작금이 시대적 상황은 이미 정책형법무에 대한 필요
성과 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추
진해나갈 자치법무조직, 특히 법제전담부서와 그 소속 인력, 관련 입법시스템의 의의
와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소간의 차이는 있는 행정조직의 한 부문으로서56), 주로
입법심사 등과 관련되는 법제사무 ․ 법의 해석과 운용 ․ 법률상담 및 송무 등의 법무
행정을 전담 혹은 겸무로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법무관련 조직이나 인력들은 일반 업무부서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치행정
의 현장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관철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전문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간접적인 법제인프
라 확보 내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견지에서 주로
활용하는 고문변호사제도가 송무나 법률상담에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입법
내지 법제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인력풀에도 제한이 있고 이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 않으며 입법정책 내지 법제이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도의 전
문성 역시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57)
54) 天野巡一, ｢自治体政策法務の時代｣, 地方自治の窓 52号, 1994, 88면 ; 脇田英樹, ｢(第6章-3)政策
法務組織を中心に企劃, 原部原課, 審議會との關係は｣, 自治立法の理論と手法 수록, ぎょうせい、
1998, 275면 참조.
55) 자치법규나 훈령․예규 등의 형식적 심사, 중요 문서의 관리, 법령의 해석과 질의․회답, 쟁송의 처리,
법령집이나 예규집의 발간․관리 등이 그러한 내용에 속하는 것들일 것이다.
56) 예컨대 시도 단위의 법무담당관이나 시군구의 법제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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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법규 선진화와 개선도 측정의 내용과 기준
1. 규범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
(1) 규범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과 법치주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가 법치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음은 재론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자치입법 역시 헌법적으로 직접 보장된 자치권과는 별개로
법치행정원리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
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입법에 대한 법치주의적 요청은 명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 자치법규는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
에 위반할 수 없으며, - 그 합헌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 현행 법제도상
자치입법은 법률유보원칙 하에서 존재한다.
그 결과 법치주의원리에 위반한 자치법규는 위법한 것이며, 자치법규의 위법성은
자치법규를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이다. 그 결과 자치법규가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 입법경제상의 문제 외에 행정경제상의 문제 및 사법경제상의 문제가 동시
에 초래되게 되는 점에서 자치법규의 합법성에 대한 선진화의 도모는 자치법규 선진
화의 최소한이자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2) 법률우위원칙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1) 자치법규와 법률우위의 원칙
조례제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임은 분명하지
만, 이는 시원적인 것이 아니며 전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동시에 국가법질서 체
계의 통일성에 대한 요청의 결과, 조례에 대해서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
다. 따라서 법률에 위반하는 조례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
57) 이에 관한 상론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
안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연구보고서, 2011.7, 40~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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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에 있어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한 것은 아닌 동시에,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경우, 조례제정의 가능성과 관
련하여 법률선점이론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에는 조례의 자주적 입법성의 결과, 엄격한 법률선점이론을
탈피하여 조례제정권을 확대하는 경향이 일반적인바, 조례의 법령에의 위반 여부는
형식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당해 법령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때에는 조례에 의한 별도의 규율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58)
따라서 자치법규는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자치법규의 선진화
를 위한 당연한 기준으로서 요구되나, 다만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결국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보장의 취지와 내용, 국가법질서의 통일성, 지방의회의 입법능력, 조례의
침익성 여부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합법성의 문제는 법령 위반의 여부 문제 외에도
법령의 체계적합성의 문제, 규율내용의 적정성의 문제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률우위의 관점에서 규범성 측정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를 입안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기초작업으로서
당해 조례의 필요성, 공익성, 실효성 등의 입법판단을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당해
조례안과 관련 국가법령과의 저촉 여부, 즉 형식적 허용성 내지 실체적 정합성 여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치입법의 실제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하
기 때문에 또는 불확정개념에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국가법령에 저촉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절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9)

즉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에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
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조례안이나 규칙 안이 상

58)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
244판결); 동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5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앞의 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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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령에 위배될 경우 재의요구를 하거나 법원에서 그 자치법규의 적용을 거부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한 답을 얻어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
스러운 일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으로 비칠 소지를 예방하고 또한 재의요구지시
등으로 인한 절차상의 번잡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우위의 관점에서 규범성의 측정은 상위법령에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자치법규의 제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표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자치법규의 무효
화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구체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법률우위의 관점에서 규범성 측정기준
가. 좁은 의미의 규범성 측정 : 자치법규의 위법사유
가) 헌법에의 위반 여부

- 조례에 의해 직접 주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행해지고 있는지
자치법규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

-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합헌

성

-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비례원
칙)

나) 법령에의 위반 여부

- 규율대상에 관한 국가입법이 존재하는지
- 국가입법이 존재하는 경우, 규율목적이 동일한 것인지
자 치 법
규의 합
법성

- 규율목적이 동일한 경우, 전국적인 획일적 규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SSM규제조
례의 경우)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기속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 관련 국제법규에의 위반은 없는지(국산 우수농산물 급식조례의 경우)
- 소급입법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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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상 체계정합성 여부

- 국가의 성문법령과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의 모순·충돌이
법령상

있는지

체 계 정

-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자치법규와 법체계상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합성

- 자치법규의 규율내용 상호간 모순·충돌은 없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은 명확한지 또는 다른 법령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라) 규율내용의 적정성 관련

- 자치법규의 법규정은 명확한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준수가능하며 수용가능한 것인지
규 율 의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집행가능한 것인지

적정성

- 자치법규의 이유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 시행일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충분한 주지기간이 주어져 있는지)
- 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다른 대안에 의한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나. 넓은 의미의 규범성 측정 : 자치법규의 개선사유
가) 규율의 실효성 관련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현실에 적합한지
- 자치법규의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적절히 행해졌는지
규 율 의

- 법령이 탄력적이고 현실적응성이 있는지

실효성

- 개정 또는 폐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수범자인 주민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규율법제가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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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상 자치권 보장의 측면
- 자치법규의 독자성,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는지(가령, 표준조례의 모방이
아닌지)
입 법 의
자주성

- 자치입법에 대한 규율에 있어 법규명령의 관여정도는 어떠한지
(※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에 의한 경우 자치권의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행해졌는지
- 위헌성 및 위법성 심사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지

다) 민주주의적 측면

-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입 법 의
민주성

- 자치입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존재하였는지
-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 주민여론 형성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
- 자치입법의 과정 및 내용은 민주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다. 규범성 측정의 구체적 기준 : 측정 방법
위에서 제시된 규범적 측면에서의 측정 기준들은 자치법규의 규범성과 관련된 문
제들을 망라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실제적인 개선도 측정에 있어 구체적인 설문화
는 설문 대상 및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 또는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유형 및 그에 대한 분석은 아래 (6) 참조.

(3) 법률유보원칙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1) 자치법규와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과 달리,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자주법으
로서 본질상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
법 제117조 제1항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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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
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침해유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학설상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60)와
대법원61)은 합헌설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법제 하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측
정을 위한 기준의 개발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유
보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조례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결과, 일반 행정입
법과 달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62)
물론 법률유보원칙의 문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
적 조례의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여 자치법규의 선진화 측정에
있어서도 법률유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침익적 조례가 문제될 뿐이며, 그 외의 수익
적 조례 등의 경우에 있어 합법성의 문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관련한 측정기준이 주
로 적용될 것이다.
2) 위임조례의 문제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과는 별개로, 현행 법제상 지방자치법 등 각종 개별
법률에서는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위임조례라고 한다.63)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구별은 이미 실무상으로
60) “이 사건 조례들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
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
4․279(병합) 전원재판부결정).
61)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
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법률
의 위임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62)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에서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고지확보제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교통수요관리(그 중 주차수요관리) 방안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동조
항의 규정은 비록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
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
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63) 조례를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분하는 견해가 오늘날 일반적인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다(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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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용된 입장이나, 다만 판례상의 위임조례는 소위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를 말하는 것으로, 위임 여부 외에 사무의 성격까지 고
려된 것인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위임조례의 개념과는 다소 구별된다.64)
위임조례는 사실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국가의 하위법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서 입법체계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바, 입법
실제상 자치조례보다 위임조례가 압도적으로 많다.65)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법규의 속성
상 규제를 수반하는 것들이 다수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규제적 성격의 규율은 이
들이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국가 법령에서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
라도 침익적인 성격인 한 법률의 위임 없이는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결과, 실제적으로
자치조례는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의 결과, 입법실제상 수권 필요 여
부에 대한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치조례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에
서 위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66) 지방자치의 현실상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의 대부분은 위임조례이다.
따라서 위임조례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규범성 측정에 있어서는 위임조례에 대한 규범성 측정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에는 조
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임을 감안하여 포괄위임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조
례입법의 범위를 법률유보원칙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보상하는 의미로 포괄위임을 인
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어쨌든 포괄위임 허용여부는 법률에서 위임을 하는 방식에 관
한 사항이고 조례는 일단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물론 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의 주무부처가 표준조례 등을 제시하여 위임범위 일탈을
방지하고 위임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기도 하는 등 자치법규의 규범성에 대한 제도
적 고려를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법규의 규범성 확보에 충분한지는 의문이
며, 특히 그러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이상에는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안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연구용역보고서, 2011.7., 31면).
64)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
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
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
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65) 홍정선, 앞의 책, 292면.
66) 조정찬,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8호, 2004,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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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지 않는 점에서 위임조례에 대한 규범성 측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3) 자치법규에 대한 법령의 수권형태와 규범성 측정
실정법제상 조례에 대한 법령의 수권은 조례제정의 의무 여부, 수권의 구체성 여부
및 제정절차 수권 여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동시에 수권의 근거 역시 법률,
대통령령, 부령 외에 고시 등에서도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성 측정의 제도화에 있어서도 수
권의 유형 및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조례의 준법률성 및 자치입법성을
고려할 때, 조례에 대한 수권근거는 가능한 법률 등으로 상향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수권방식 역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수권법령의 선진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 자치법규에 대한 수
권형태의 다양성은 규범성 측정의 제도화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조례에 대한 법령의 수권과 조례제정의 의무 여부: 의무조례의 문제
조례의 자치입법성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제정권은 대부분 위임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임조례
는 대부분 당해 법령의 시행에 본질적 역할을 하는 점에서 위임조례의 제정 여부는
규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형식
만으로는 위임조례의 제정이 법적 의무인지의 여부 및 위임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적시의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규율의 공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임조례에 있어 조례의 제정 의무 여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법의 문언에 따라
야 할 것으로(아래 1)의 경우), - 일반적 입법형태는 아니나 - ‘조례로 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경우는 당연히 입법의무가 있는 것인데 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입법에 대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만 문언상으로 의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령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등에는 당해 규율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정이 당해 규율의 집행을 위해 필수적
인 경우라면(아래 2)의 경우) 조례제정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조례에의 위임이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 규율의 가능성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아래 3)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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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방식 1 : 일반적인 위임방식
1) …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정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하여야 한다.
3)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한편 원칙적으로 국가법령의 적용을 받되,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소위 초과조례의 경우(위임방식 2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
례제정은 재량이라 할 것이다.

위임방식 2 : 초과조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
다.

그 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경우(아래 1)의 경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아래 2)의 경우) 등은 조례 제정의 의무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수권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방식 3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또는 협의․승인 등을 요건으로 하여 조례를 정하
도록 하는 경우
1)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
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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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규범성 측정기준

가. 위임조례
현행 법제상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
용되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법률유보원칙에의 위반은 자치법규의 위법사유로
된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규범성 측정에 있어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위임법리의 준수 여부가 측정되어야 한다.
한편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되지 않는 자치법규인 경우에도 법률의 수권
이 가능한바, 이 경우에는 위임조례에 대한 규범성 측정의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되지 않는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필요적 수권은
아닌 점에서 수권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규범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위 임 조
례의 한
계

- 법률에 의한 개별적 또는 포괄적 수권이 존재하는지
- 의회유보의 영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위임이 허용되는 영역인지)
- 규율내용은 수권범위에 포함되는지
-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나. 자치조례
현행 법제상 조례제정의 대상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되지 않는 자
치법규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규범성 측정기준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이 경우 규범성
측정의 문제는 전술한 법률우위의 측면에서의 규범적 측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조례의 영역에 대하여도 법률의 수권이 금지되
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에는 규범성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위임조례에 관한 문제
로 될 것이다.

(4) 규율대상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1) 자치법규와 규율대상의 문제
자치입법으로서 조례는 자치입법의 속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
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그 제정이 허용되며, 소위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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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규율대상이 아닌 경우 이는 위법한 자치법규로서 무효사
유가 되는 점에서 규범성 측정기준에 있어 사무의 성격은 필수적이다.
한편 조례의 규율대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체장의 권한행사를 제약하는 조례 등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 구조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조례제정 가능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확립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67) 물론 단체장의 전
속적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법령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만, 단체장의 권한과 관련된 조례를 일반적인 규율대상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판례
의 입장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는 물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관점에서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조례가 당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제정되는 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조례의 제정가능성 자체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자치법규의 선진화 측정기준
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관한 사무의 여부는 합법성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합법성 통제문제는 아니지만, 사법경제적 측면에서 과
거의 사법통제 여부에 대한 측정기준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규율대상의 관점에서 규범성 측정기준
가. 좁은 의미의 규범성 측정 : 자치법규의 위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규 율 대

-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법률의 수권이 있는지

상의 합

-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관한 사무인지

법성

- 입법형식상 조례(또는 규칙)에 의한 규율대상인지
- 일반행정사무(또는 교육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67)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
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인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
정, 결산의 승인, 기타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같은 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
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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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넓은 의미의 규범성 측정 : 자치법규의 개선사유

규율대
상의 적
정성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거 법원의 위법판결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제소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5) 규율시점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적시조례의 문제
법령에 의해 자치법규의 제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자치법규의 제정 없이는 당해
법령의 시행이 불가능한 점에서 규율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적
시에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치법규의 제정이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례 등 자치법규는
자치입법으로서 자치행정의 규범적 근거가 되는 점에서 당해 지역의 특유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적시조례의 제정을 위한 측정기준의 발굴이 불가피하다. 다만 적시조례의
문제는 자치법규를 무효화하는 위법사유는 아니며, 넓은 의미에서의 규범성 측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법령상 의무인지
- 법령의 시행을 위해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필수적인지
적 시 조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례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통
제수단이 존재하는지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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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범적 측면의 설문유형 및 분석
아래의 설문은 자치법규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범적 측면
에 대해 측정한 설문유형이다.

∎ 조례규율사항
1. 조례 제정시 규율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인가 국가사무인가를 검토하는지?

지방자치단체사무여부
검토하지않는다

5

검토하는편이다

23

항상검토한다

30

기타
검토를하나 판단이 잘 서지 않음(2명)
사무구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이다. 지방자치
법은 사무구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 제9조 등에서 예시적 또는 일반적
조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개별법상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이를 자치사무로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후자에는 기관위임사무는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사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만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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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68)
판례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
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
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
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아 본다.69)
그러나 어떤 사무가 전국적 이해를 갖는지 지방적 이해를 갖는지의 판단이 어렵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 국가사무에 속하는지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설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항상 검토한다고 답한 경우가 52%,
검토하는 편이다 40% 로서 검토한다고 답한 경우가 합해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기타 의견에서는 검토를 하지만 실제로 사무구분이 용이하지 않음을 제시한 응답
자가 있는 것을 보면 자치사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담당자들이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론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례 제정시 규율내용이 단체장의 전속권한을 침해하는가를 검토하는지?

단체장전속권한
검토하지않는다

3

검토하는편이다

30

항상검토한다

26

기타
검토를 하는 편이나 어려운 사항임

6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8면
69) 대판 1999.9.17., 99추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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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지 않는다

검토하는 편이다

항상 검토한다

3(명)

30

26

5(%)

44%

51%

이 설문은 조례의 규율대상과 관련하여 기관대립형 구조에 따른 규범상 한계의 인
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는 위법
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점에서 규범성 측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조례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
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다. 조례가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
해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에서 조례의 규율사항이 단체장의 전속권한을 침해하는지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95%(56명)이상이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검토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5%
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
을 침해하는지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검토
하지만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조례와 관련된 판례들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의 권한의 충돌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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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 제정시 규칙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은 아닌가를 검토하는지?

규칙사항인지여부
검토하지않는다

1

검토하는편이다

33

항상검토한다

24

기타
의원발의시 특히 조례로 규칙사항까지 규정하려는 경우가 많음
검토를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많음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하는 편이다

항상 검토한다

1(명)

33

24

2(%)

57%

4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법률과 조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내에
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사형식이기 때문에,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정한 사
항에 대한 규율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영역내에서 기본권과 관련
있는 사항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발해져야 하며, 집행기관에 의한 규칙으로 발
해져서는 안된다. 다만 조례가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지방자치
법 제23조), 이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 본다.70)

위의 설문에서는 조례로 규율할지 규칙으로 정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가에 대해서
98%(57명)이상이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아래의 설문에서는 그 구분이 쉽다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기타의견으로 검토하지만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조례와 규칙간에 제정절차와 효력 우위의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
인 구분기준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없는 편이다. 관심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70) 대판 1995.7.11., 94누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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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경우 구분이 잘 되는지?

구분이쉬운편이다

구분이어려운편이다

19

3

기타
명확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음
검토를 하는 편이나 판단하기 어려움
이 설문은 조례의 규율대상 및 규율형식과 관련하여 규범적 구분의 명확성 및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 측정 대상 공무원의 대부분인 86%가 규범
적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제도화에 대해 시
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규범적 문제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의 인식 및 구분 노
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체계의 필요성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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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대처는?

소관중앙부처에질의한다

4

법제처나기타기관의도움을받는다

법학자나변호사의자문을받는다

24

4

체계적상설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

18

기타
체계적 상설지원시스템 필요, 적극검토사항
체계적 상설지원시스템 꼭 필요함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 조회
질의절차가 쉽지 않고 시간상 여유가 없어 거치기 어려움 있음
이 설문은 조례의 규율대상 및 규율형식과 관련하여 규범적 문제의 판단에 어려움
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설
문에서는 사무구분, 단체장의 전속권한여부, 규칙사항인지 여부 등 구분이 어려운 경
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측정하였는데 법제처나 기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 체계적인 상설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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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위법성일반
1. 조례 제정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례인가를 검토하는지?

법령등위반여부
검토하지않는다

1

검토하는편이다

27

항상검토한다

31

항상 검토한다

검토하는 편이다

검토하지않는다

31

27

1

53%

46%

2%

이 설문은 조례의 규범적 한계로서 법률우위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령의 위반 여부
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규범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의 위반은
조례를 무효화하는 위법사유인 동시에, 법규범으로서 조례의 본질적 한계이자 최소한
의 불가결한 요소인 점에서 규범성 측정의 핵심적 요소이다.
분석 결과, 측정대상 공무원의 대부분인 98%가 조례 제정에 있어 법령에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명
확한 규범적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에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규범적 해답의 제
시를 위한 지원체계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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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제정시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이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위법검토과정또는절차

아니다

그렇다

41

18

2-1) 위의 경우 별도의 검토절차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기타
관련 법령 검토
단체장 결제 후 예비법제심사시 검토
법무담당부서
법무담당자 심사
법무부서에서 검토함
법제 심사부서에서 검토
법제사무처리규정(내부)
법제심사시 검토함
법제심의전 법무담당부서에서 상위법 위반여부등을 포함한 항목별 검토시 작성
법제처 법령정보 검색등 대조
법제처출신 자문관들에게 검토요청
사전심사 전 '조례심사사전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심사보고서에 검토의견 제시
입법안 작성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단계마다 법제심사함, 입법안 방침시 반드
시 협조를 받게 함
자체심사시 상위법령 내역검토
조례규칙심사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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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별도의 검토절차가 없다면 또는 있더라도 어떤 절차가 더 마련되면 좋은지?

기타
검토메뉴얼이 있었으면 합니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검토 매뉴얼 마련했으면 함
검토절차에 따른 시스템 마련이 필요
기초지자체 조례제정이 중앙부서(업무주관)에 사전보고

시행후 조례제정하도록 함

도와 도의회에 법제부서 뿐만 아니라 법제심사부서 필요, 법제처에 자치법무 심사부서
등 신설 필요
법령소관부서에서 법령입법취지 및 조례의 규정 범위사항 개괄정 안내, 방향제시
법무부서 자체검토 의견으로는 의회를 설득하기 어려움, 법제처 등 제3의 객관적 입장
에서 검토해주는 절차가 필요함
법제처 또는 별도기관에서 사전검토하는 절차마련
법제처에 의뢰해서 검토하는 절차 필요
법제처에 질의하는 토론방을 마련하였으면 함, 질의내용

등 및 답변 게시

별도의 상설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했으면 합니다
사이버 검토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현재

의견제시 시스템 같은)

상설 협의체(기관별)구성, 운영을 위한 강제규정 필요
소관부처와 사전협의제도
요식행위일지라도 검토서식을 마련하여 항마다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전문가 자문제도 마련이 필요함
전문인력 및 기관의 검토(검증), 자문 등
제정 조례에 대한 준칙안 마련요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절차가 있어도 시행이 어려움이
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좋겠음
지자체 조례 제.개정이 수시로, 긴급히 이뤄지는 경우가
법제처, 상급지자체등의 상설지원처가 있으면 좋겠음

있으므로 편람 등 중앙부처

많으므로 빠른 답변이 가능한

이 설문들은 조례의 규범성 측정의 본질적인 요소인 위법성의 문제에 관한 관계 공
무원의 규범적 인식 정도 및 그에 관한 제도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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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공무원의 상당수인 69%가 조례 제정에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
과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례제정에 있어 법령에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비율이 98%에
이르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할 것으로, 결국 조례 제정에 있
어 위법성의 검토는 외형에 비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
미한다.

∎ 조례제정의 위임일반
1. 조례 제정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규정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지?

위임규정
항상검토한다

27

검토하는편이다

검토하지않는다

31

0

기타
위임규정이 없을시 난해한 점이 있으므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음
이 설문은 조례의 규범적 한계로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령의 수권 필요
성 여부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규범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법 제22조 단서의 결과, 침익적 조례에 대해 법령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를 무
효화하는 위법사유가 되는 점에서 규범성 측정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다.
위임조례란 조례제정의 근거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입법의 실제상 자치조례보다 위임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치조례로 정할 사항에 대하여도 개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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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위임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71) 한편 위임조례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 만으로 한정하는 견해도 있다.72)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상 권리침해 사항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수익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
지는 않으나, 분석 결과, 측정대상 공무원 전원이 조례 제정에 있어 법률의 위임 필
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조례제정에 있어 법률유보원칙
에 대한 규범적 인식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분석결과는 조례의 자치법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보다
는, 위임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타 답변의 취지 역시 그러함. 따라서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의 관점에서도 그에 관
한 규범적 문제의 명확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의 제도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법령이 “…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 조례로정할수있다"
제정의무가없다

3

법령의구체적해석에따라

34

의무는없고지방상황에따라

제정하지않아도 전혀문제없다

22

0

이 설문은 현행 자치입법 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위임조례와 관련하여, 위임조례
의 제정의무 여부에 관해 관계 공무원의 규범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 측정대상 공무원의 58%는 법령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의무 여부가 판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 37%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나머지 5%는 제정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71) 조정찬,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8호, 35면
7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114면 ; 정종섭, 헌법학원론, 95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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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위임조례는 국가법령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점에서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

∎ 적시조례
1. 어떤 경우에는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조례가 반드
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적시조례
모른다

3

아는편이다

30

잘알고있다

26

이 설문은 조례의 규율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소위 적시조례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
의 규범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조례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조례
를 무효화시키는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율의 실효성을 위한 전제가 되는
점에서 규범성 측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정부의 법령.정책(제도) 개선 노력은 자치법규에 적시에 반영되어야 원래의 목적대
로 구현될 수 있으며, 그 결과도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주민과 기업의 규
제체감도도 향상될 수 있다. 어떠한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 지는가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특히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목표로 하는 내용을 적합한 시기에 구
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결과, 측정대상 공무원의 대부분인 95%가 적시조례의 제정의무에 대하여 규
범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시조례 문제에 있어 규범성 측정
은 적시조례의 제정의무 여부보다는 적시조례의 실제적 입법화에 관한 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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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
하고 있는지?

그렇지않은편이다

2

그런편이다

43

항상그렇다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항상
그렇다
24%

그런편이
다
73%

이 설문은 적시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의 ‘적시’ 제정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규범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조례는 적시에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할 규범
적 의무가 있다. 다만 ‘적시성’은 법령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입법재량에 속
한다고 볼 것이므로, 적시성의 결여 그 자체로서 조례가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설문 분석 결과, 측정대상 공무원의 73%가 조례의 적시성을 위하여 신속한 제정을
고려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는 적시성을 위해 항상 신속한 제정을 고려하
고 있다고 응답하여, 측정대상 공무원의 대부분인 97%가 적시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64 -

3. 법령에 의해 조례제정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집행을 위해 조례제
정이 필수적인 경우, 법령의 제정 이후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이내

6

3개월이내

21

2개월이내

1개월이내

30

1

1개월이내
2%
4개월이내
10%

3개월이내
36%

2개월이내
52%

기타
집행기관인 실무부서의 사정과 지방의회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여 일정하지 않음

이 설문은 적시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의 ‘적시’ 제정 여부에 대한 현실적 입법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조례에 관한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측정요소
라 할 것이다.

측정대상 공무원의 52%가 법령 제정 이후 통상 3개월 내에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36%는 통상 6개월 이내에, 10%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응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집행기관인 실무부서와 지방의회의 의정일정을 고려할 때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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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조례에서 요구되는 적시성은 조례의 규율대상 및 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의 역량이나 특수한 입법상황 등으로 인하여 적시조례의 제정이 늦어
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시조례의 제정이 가능하
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4.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부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입법촉구 등의 연락이나 조치가 있는지?

그렇지않은 편이다

36

그런편이다

항상그렇다

21

1

기타
각 소관부서로 입법촉구공문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소관부처의 입법촉구는 입안담당 소관부서로 가야함 입안담당공무원은 소관부
서 담당자임
적시성보다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위해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
라는 촉구가 많음
이 설문은 적시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의 ‘적시’ 제정에 대한 정부 소관부처 등 국가
적 차원에서의 규범적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대다수가 위임
조례로 제정되는 입법현실상, 조례의 위법사유는 아니더라도 이 역시 중요한 규범적
측정요소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측정대상 공무원의 62%가 조례가 적시에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
부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입법촉구 등의 국가적 관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
였으며, 36%가 입법촉구 등이 있는 편으로, 2%는 항상 입법촉구 등이 있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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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타 의견으로 입법촉구 공문이 각 소관부서로 온다는 응답도 있었고, 각 소관
부처 담당자의 업무라서 대답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으며, 주민과 기업을 위한 조
례의 적시적인 제개정이 아니라 주무부서의 자체적인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자치법규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적시조례의 제정에 대해 국가적
감독․통제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나, 적시조례의 제정이 당해 법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관여가 없는 경우, 이는 규율의 공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가적 감독․통제가 아닌, 적절한 적시조례의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5. 조례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적시에 제정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다른지역입법상황고려

15

재정부담수반으로어려움

19

중앙의가이드라인(표준조례등) 기대

중앙부처와의연계미흡

25

11

입법역량부족

14

지방의회와집행기관갈등

12

지방의회의입법절차지연

14

조례제정의무에대한인식부재

22

기타
-입안담당 소관부서 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인식부재, 법제담당관실은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부서임
-상위법 제개정에 대해 공포후에 알게됨에 따라 의회일정등 고려하면 수개월 후
에 조례가 제.개정죔, 조례는 무력화되어 제개정전까지는 상위법적용하여 실무추
진하는 실정임

- 67 -

조례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적시에 제정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례제정의무에 대한 인식 부재 때
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선택하였다. 그 외에도 재정적인 측면과 다른 지역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갈등측면이나 중앙정부와의 연계
미흡 등도 조례가 적시에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들 수 있다.

6. 적시조례 제정을 위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복수응답 가능)

재정부담수반될때실질적지원

17

정책목표와법령취지등의안내

30

일정기간내조례제정의무화

지방의회와소관공무원연수강화

11

9

입법지원상설지원체계확립

24

신속한표준조례제정

37

적시조례 제정을 위한 해결방법으로는 신속한 표준조례제정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
으며, 주무부서의 안내등 연락도 중요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법지원 상설지
원체계의 확립도 적시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자치입법지원
체계 마련은 설문의 전체적인 응답이나 기타의견에서 요청사항으로 여러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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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시조례 장려방안을 든다면? (복수응답 순번응답 가능)

지방자치단체인센티브부여

25

관련담당공무원인센티브 부여

규제개선노력우수 평가인증

31

12

자치법제품질우수인증

17

위 설문들은 적시조례와 관련하여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과 해
결방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규범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선
진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중요한 설문자료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적시조례가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가장 많은 25명이
행정안전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가이드라인(가령 표준조례 등) 기대라고 응답하였
으며, 22명이 조례제정 의무에 대한 인식 부재, 19명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경우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여 그 뒤를 잇고 있다.

적시조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가장 많은 37명이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신속한 표준조례 제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명이 정책목표와 법령취
지 및 조례제정 대상과 범위 등의 구체적 안내라고 응답하여, 자치입법 역량의 부재
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적시조례의 장려방안으로도, 가장 많은 31
명이 관련 담당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 적시조례를 무조건 신속하게만 만드는 것도 부작용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치법제 품질 인증제’ 또는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조례의 내용등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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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절차 및 민주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측정
(1) 자치법규 절차의 선진화 측정기준
1) 조례 제정의 사전적 절차
조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규율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조례제정의 사전적 절차
에서도 자치법규 선진화는 갖추어져야 한다. 규율이 필연적인지, 목표가 당해 조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조례인지 목적타당성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
- 규율이 필연적인가
조례의 목적 타당성

- 목표가 당해 조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측정기준

- 목표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상조치를 고려하였는지

2) 조례안 발의
현재 조례안의 제출권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에게 있다.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항)
현행법상에서 주민은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의 근본이
념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조례안의 발의과정에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
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와 감사청구제도는 1999년에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서 도
입되었다.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3)
주민참여제도들이 자치행정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치입법에 대해
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로 주목된다. 국가의 경우 의회입법과정에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
면이 있으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더욱 독려되어야

73)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주민참여제도
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147면), 한편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가 청
원과 주민투표의 중간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김수진, 독일과 한국의
지방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제도,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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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다.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적법한 청구권자가 청구하였는지 여부(동법 제15조 제1항)와
적법한 청구대상이었는지 여부(동법 제15조 제2항)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는
요건심사에 한정되고 내용심사는 배제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
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조례안의 심의에 주민의 참여는 배제된다. 조례제
정·개폐 청구인의 대표자가 지방의회에서 자기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다.74)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조례
를 심의하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75)
판례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대표제의 원리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못하며, 주민이 기능수행에 참여하는 것 _
예컨대 공청회에서 발언하거나 본회의, 위원회에서 참고인, 증인, 청원인의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 _ 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므로76) 조례제정·개폐청구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대표자를 의원과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참고인 등의 자격으로 지방의회의 심의에 참
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조례안 심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의사와 반대되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
한을 주민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 의한 직접참정의 의의에 보다 합치된다는 견
해가 있다.77)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을 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상 주민참여의 과정이 조
례제정·개정과정에서도 일정부분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조례안 심의에
서의 의견개진의 가능성을 열어주거나, 주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주
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78)

조례규칙심의회의
객관성, 전문성

정보제공

74)
75)
76)
77)
78)

- 자치체 집행기관 및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조례규칙심의회에 개
입되지는 않았는지
- 조례·규칙심의회(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심의를 거쳤는지
- 입법예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조치들이 적시에 준비되었는지

홍정선, 앞의 책, 151면.
김수진, 지방자치법주해, 113면
대판 1993. 2. 26, 92추109
백종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5호, 52면.
양승미, 앞의 글, 20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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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청구를 통해서 발의되었는지
-주민에게 특히 절차규율과 그 절차규율에 당연히 참가하는 권리

주민참가

에 관하여서도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 집행행정기관 및 전문행정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였는지
- 규제,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
유관기관 협의

거쳤는지
- 입법안 심사기준표 각부처 회람하였는지
-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하였는지
- 법제처의 해석지원제도 활용하였는지

지방의회와

단체

장의 협의

관련

시민단체와

의 협의
관련

지방자치단

체와 협의

- 재정을 수반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과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적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 유관단체,협회,조직의 의견은 파악되었는지

- 규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지

３) 조례안 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심사
의장은 조례안이 제출된 때 이를 의원에서 배부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에 배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에 상
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러한 내
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한다. 이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고 찬반 견해가 있을 때에는 찬반토론을 할 수 있음. 토론 종료후 표결 결과 위원
회를 통과하면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② 본회의의 심의․의결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
례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본회의
심의절차는 일반적으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 질의․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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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 규율이 시민과 행정에게 이해와 통찰이 가능한 정도로 서술되었는지 심
사되는지
-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가 되는 용어선택이 행하여 졌는
지(명확하고 함축성있는 문장으로 구성되는지)
위원회의 심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외부 전문가 등 객관적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

사

되었는지
-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가진 위원의 발
언권이 보장되는지
- 위원회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 자치법규 제정과정에 있어 의결 및 심의기관의 구성은 적법하였는지
- 위원회의 표결이 통과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는지

-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당한 기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였
는지
-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위원회의 검토내용을 이해가능한 정도로 설명하였
는지
본회의의 심
의. 의결

- 제안자의 제안설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발언조건을 갖춘 곳에서 이루어
졌는지
-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권이 보장되는지
- 본회의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 지방의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 기록의 작성이 적절하게 존재하
는지(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 관련)

③ 조례안의 이송과 공포
- 단체장에게 이송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 조례안의 공포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제
26조 제2항), 조례공포는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이 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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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
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의를
하여야 하며 전과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는 재의요구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 그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절차(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는 준수하였는지
공포 절차

- 공포와 효력발생간의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확보되는지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방법(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은 준수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문권(환부 및 재의요구)은 적절하게 행사되었는지
재의요구

-재의요구가 제기된 것은 몇건인가

및 제소

-재의요구 후 재의결된 것은 몇건인가
-대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된 것은 몇건인가

4) 조례집행과정에서의 검토사항
실제 조례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지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제정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조례의
선진화 기준은 여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지, 긴급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절차의 특별 생략을 고려하는지, 집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직간접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
를 조례의 본래 목표 달성여부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이해도

행정의

- 내용적 관점에서 그 규율의 실제적 실현가능성에 반대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지
- 규율이 수범자인 주민을 의식하고 구성 집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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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 집행행정기관이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준비하였는지
집행기관의 준비

- 상급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에 유의하여 집
행되었는지
- 효력발생 이후의 규율의 부수효과를 조사하였는지

５) 조례집행과정에서의 의견 및 조례에 대한 검토의 환류가능성

‘성과관리’란 목표와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른 측정결과를 그 제도의 운영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성과관리란 인사분야 및 재정분야에서 논의되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정책수단이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79) 자치법규의 입안, 심의, 의결,
공포, 집행, 집행결과의 환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선진화 기준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가능성을 도출하는 것도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목적타당성
과 적법성(합헌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예측에 의거하기 보다는 이용가
능한 경험적 자료와 경험칙을 진지하게 활용하였는지 여부가 측정되어야 하고, 또한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수단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수단의 목적타당
성 관점에서 당해 조치가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것이었는
지 여부가 환류되어야 한다.

제정된 자치법규의 구체적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
되는지 - ,자료의 취사선택과 정도, 관련요소의 고려, 대체방안의 고려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 그 집행과정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석해야 한다. 제도화된 자치
법규 개선도 관리 없이는 자치법규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으며, 적절한 실
효성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당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자치법규라는 모습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객관화․과학화하
기 위해서 자치법규의 배경적 요소가 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사정들을 조사하여
야 한다. 그러한 기반에서 자치법규가 제정, 개정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79)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성과관리’를 “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기준을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
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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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과 공무원이 내용에 순응하는지
주민의 민감도 반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었는지

영 여부

- 주민은 새로운 규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표준화(형식화,도식적인 진행 등)의 정도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간의

- 관할에 관한 규율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에 유의하여 규정되었는

관계

지
- 규율이 탄력적으로 집행가능한지
-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자치법규의

- 조례의 흠결을 예방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

상황적응성,
목적타당성
인

재확

하여 보다 완화된 규율밀도로 충분하지 않는지
- 어떠한 흠결들이 확인되고 있는지
- 경제․과학․기술 및 판례 등의 발전이 당면문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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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법규(특히 조례) 제정절차에 대한 설문유형 및 설문분석
■ 절차일반
1. 조례 심의 및 의결과정에 이해관계인 배제 등 공정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그런편이다

38

보통이다

13

그렇지않다

8

기타
형식적 요식행위에 흐르는

경우가 많다

조례 심의 및 의결과정이 이해관계인 배제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가에 대한 설문에
서는 그런 편이다 64%(38명), 보통이다 22%, 그렇지 않다 14%에 해당했다. 특히 그
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가 주목된다.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지방의회의 외부에서의 일정한 영향력이 단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조례 제정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그런편이다

24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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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는 다양하다. 최고의사결정기관과 관련해서 직접민주주의
형태와 간접민주주의형태가 있으며, 후자는 다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하나의 기관
에 집중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독임제인 경우와 합의제인 경우의 구분이 가능한데80), 우리의
경우는 기관대립형으로서 집행기관이 독임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갈등은 이들의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점위에서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총
괄(제101조), 국가사무의 위임(제102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제103조), 직원에 대
한 임면권(제105조) 등의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어, 자치단체장은 실제적인 역
할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
으며 하급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
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집행기관이 위
법.부당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감사 및 조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지방자
치법 제136조).

설문에서 조례의 제정등과 관련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상호협의가 잘 되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런 편이다 41%(24명), 보통이다 52%, 그렇지 않다 7% 로 응답
하였다. 보통이라고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잠
재적인 갈등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80)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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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 제정시 지방의회 회의록 등 입법절차 관련 기록들이 적정하게 작성되는지?

그런편이다

49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9

0

기타
자원부족으로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본회의회의록, 위원회회의록, 행정사무
감사회의록, 행정사무조사회의록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의사진행의 순서
에 따라 의사와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회의중지.산회
의 실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의안의 발의.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부의안건과 그 내
용, 의사,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성명, 서면질문과 답변서, 기타 본회의 또는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기재한다.81)

회의록 작성에 대한 위의 설문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기
타의견처럼 지방의회의 회의록이 잘 작성되고 있는지를 법제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와 관련된 회의록은 파일로 저장하고, 국회도서관등에 보관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244개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
가 회의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치입법의 선진화측면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82)

81) 임경호.이용우, 新지방의회 운영론, 2006 참조
82) 최근에는 국회도서관 디지털입법자료센터에 CD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인지, 그 정도
는 어떠한지 점검될 필요가 있다(광역시, 기초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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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 제정시 입법이유에 대한 기록은 충실히 작성·제공되고 있는지?

그런편이다

42

보통이다

17

그렇지않다

0

조례 제정시 입법이유에 대한 기록이 작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편이다
71%(42명), 보통이다 29%로 응답하였다.
입법이유는 조례의 위임근거 및 취지,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주민과
기업에게 제.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개관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한 것이다. 알기쉬운
용어로, 명확하고 가능하면 구체적인 용어를 통해서 수범자인 주민과 기업의 규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례 제정시 입법예고절차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편이다

42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11

0

기타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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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시 입법예고절차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런 편이다
71%(42명), 보통이다 21%, 으로 응답하였다.

규범합치성 측면과 민주성, 효율성 등의 측정요소를 내포하는 자치입법 선진화의
절차적 측면에서 핵심요소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조례의 성과관리와 환류시스템의
시작측면이 된다. 조례의 입법이유는 조례가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규율의 정도 및 규율 범위 조정 등이 반영되어 다시 해당 조례가 적실성있는
규범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6. 그밖에 조례 제정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복수응답 가능)

주민여론에개입

소수자보호불충분

5

8

주민들의참여미흡

주민들의알권리보장불충분

50

8

기타
초고속고령화사회에서 인터넷등 입법예고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민의식부족으로 참여가 낮음
상위법 위반여부, 조례안의 적절성등 검토 어려움
그밖에 조례제정시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실제적 참여가 미흡하
다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외 의견으로는 상위법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나
조례안의 적절성등 검토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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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과 주민참여

1) 주민참여절차의 선진화 측정기준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측정기준의 개발에 있어서는 입법과정에 대한 절차적 요
청에 대한 것이 불가피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보장에 대
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은 적절하였는지
- 지방의회의 인사 및 재정 등에 대한 자율성은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전문위원 제도 등)는 충분하
지방의회

게 존재하는지

관련

- 지방의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 기록의 작성이 적절하게 존재하
는지(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 관련)
- 자치법규 제정과정에 있어 의결 및 심의기관의 구성은 적절하였는지
- 이해관계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조례·규칙심의회(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심의를 거쳤는지

지방자치단
체장 관련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절차(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는 준수하였는지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방법(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은 준수하였는지
- 자치법규 제정과정에 있어 의결 및 심의기관의 구성은 적절하였는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문권(환부 및 재의요구)은 적절하게 행사되었는지
-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하게 보장되었
는지
- 주민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을 위한 지방의회의 활동은 적절하

주민참여
관련

였는지
- 조례 제정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는 충분하였는지(온라인 공개방법 등)
- 전자적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 자치입법에 대한 사후적인 불복 또는 의견제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
재하는지
-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없었는지(표준조례의 문제 등)

자치권
련

관

- 입법과정에서 조례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등 절차가
충분히 존재하였는지
- 자치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평가는 적절하였는지
- 자치입법의 집행에 관한 비용 및 효용분석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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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절차의 선진화 설문유형 및 설문 분석

1. 조례 제정시 사전에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지?

항상그렇다

6

그런편이다

39

그렇지않다

12

기타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부서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됨
지침이나 관련법률에 의존
입법예고갈음하고 있음, 별도 의견수렴 하고있지 않음
조례제정 전에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묻는지에 대해서
그런편이다 68%(39명), 그렇지 않다 21%, 항상 그렇다 11% 로 응답하였다. 기타로
는 해당부서별로 다르다고 하거나, 입법예고에 갈음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조례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지방의회는 실제적인 노
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그렇다

1

그런편이다

35

그렇지않다

21

- 83 -

기타
지방의회소관사항으로 정확히 모름
조례제정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충돌의 조정을 위해
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편 이다 61%(35명), 그렇지 않다37%(21명) 로
2/3 정도는 지방의회가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1/3 정도
는 지방의회가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주민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만 가지고 살펴보는 경우, 후술하듯 단체장보다는 지방의회가
주민의견반영에 보다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방의회는 대의적 민주주의의 산물
이므로 주민의 참여라는 참여 민주주의와 다소 경합적인 측면을 보이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민주적 정당성의 이중적 측면이 조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의 기관의 구성원리로서 대의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결정
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
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 선거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대의기관의 선거를 통
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한다.83) 다만 현대의 대다수 헌법
국가는 대의제도를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대의의 본질과 이념에
따라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그 경험적 의사보다 존중하도록 요
구하면서도, 또 한편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경험적 의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민주정치가 반드시 국민의 직접통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추정적인 의사 뿐만 아니라 그 경험적인
의사까지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피할 이유
가 없다는 현실정치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대의제도의 현대적인 유형이라
고 할 수 있다.84)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결기
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대의제도의 보완으로 이해해야 한다.

83) 허영, 헌법과 헌법이론, 2009, 888면.
84) 허영, 앞의 책, 89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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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제
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그렇다

3

그런편이다

그렇지않다

43

1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묻는 설문에서, 그런 편이다 74%(43명), 그렇지 않다
21%(12명), 항상 그렇다 5%(3명) 로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성과에 대한
평가를 주민이 비교적 쉽게 판단 할 수 있고(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체
장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의견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적 관점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4. 조례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항상그렇다

12

그런편이다

그렇지않다

32

14

기타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있으나 주민들이 알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움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나 실제불충분하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제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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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회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변화와 국가나 정부의 역할의 재정립을 촉
진한다. 기업가적˙고객지향적 전자정부로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 창출
되고, 이에 따라 행정도 더 이상 공권력 중심의 규제적 기능에 안주하기 보다 다양한
사이버조직과의 서비스경쟁 및 협력관계에 서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제공과
특히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복지구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여야 한다.85) 지방자치에 있
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법규와 관련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를 통한 온라인 공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관련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의 전
자적 참여를 통한 쌍방향의 민주적 입법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점검
하고자 하였고, 설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60% 이상(44명)을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대답도 있고,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나 주민들이 인
지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온라인상에서 쉽게
사용가능한지 접근가능성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5.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상황 및 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
여 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항상그렇다

19

그런편이다

그렇지않다

26

13

기타
군 홈페이지와 군 공보지 활용, 홍보 미흡한 편임
ELTS 시스템과 홈페이지 연동됨
85) 최승원, 전자정부의 법적 기본틀, 행정법연구 2007년 9월,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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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경우 의안이 어떠한 것이 올라왔는지 회의결과는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공
개하고 있다.(비공개인 회의 제외) 지방의회의 경우도 서울시등 대도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운영하도록 독
려할 필요가 있다
6. 주민들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참여있는편이다

0

보통이다

31

잘이루어지지않는다

28

주민참여가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이 전무한 것은 유념할 부분이다.
7.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편이다

17

그렇지않은편이다

40

기타
청구자체가 없는 편이다. 무관심등으로 조례제개정 후 실제 시행이후 의견제시하는 경우
가 많다
주민개폐청구사례가 없다
대부분 법률(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제정청구로 갈등 유발)
주민의참여의식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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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이 적극적으로
활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두배이상 많았다. 청구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상
위법령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요건 등이 엄격하여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요건을 정비하여 남용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제
정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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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과 개선도 측정
(1) 자치법규의 내용 측정의 의의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안의 입안과정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입법사
실들이나 배경 등을 포착·조사하여 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조
례 제·개정 등의 입법을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양
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는 반드시 입법적 조치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안이
나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규칙86) 등 행정 내부적 규범이나 단순한 행정적 조치, 기타
예산 조치로 적절히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치입법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입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필요적 입법정책)와 입법에 의하고 싶다면 그래도 좋은 경우(임
의적 입법정책)로 구분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항이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반드
시 조례 등으로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치입법에 의할 것인 지의 여부가 객관
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입법관련 목적과 취지, 정책실현수단의 성질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법적 근거를 설정하거나 법제화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치입법이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사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치입법 추진의 필요 사유
국가의 법령(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국가의 시책이 변경되었다
지자체 외부적
요인

국가 등으로부터 조례 등 제․개정에 관한 권고 내지 지도가 있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규를 제정하려고 하거나 기 제정하고 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현실 내지 집행과정과 괴리가 생겼다.
단체장의 선거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지자체 내부적
사정

갑작스런 사정이나 사유 발생으로 긴급히 입법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업무 주관부서, 법제전담부서 등의 현안검토 결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였다.
주민 또는 시민단체로부터의 법규 제정 내지 개폐의 요구 또는 진정이 있었다.

86) 특히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규범형식의 근거와 기준이 필요할 때에는 예컨대 그 입법형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부정되는 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에 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매우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자 정도로 해결된
사안을 굳이 법규형식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반대로 법규형식에 담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법
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담는 것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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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입법의 계기가 인지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먼저 이것을 하나의 구
체적인 입법과제로 설정할지의 여부, 즉 입법방침에 관한 기본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런데 이러한 입법과제의 설정을 전후하여서는 입법사실의 탐지가 요구된다. 여기서
입법사실이란 “입법의 기초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합리성(정당성) 내지 그것과 밀접히 관련되는 입
법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87) 입법과제의 인지 및 설정과 그 입법을
근거지우는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입법과제와
관련된 법제나 현실상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사실자료, 연구자료)가 필요하
게 된다. 입법과제의 설정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보 및 자료의 수집․파악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
정한 입법적 계기 내지 입법사실의 탐지로부터 형성된 하나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입법과제는,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나 정보들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점차
그 모습이 명확화․구체화되어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또한 단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규입안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누적적으로 구체화되어 간다. 또한 입법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의견, 참고자료 등의 수집과 분석은 결국 사후에 초래
될 수 있는 과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목표로 삼은 입법과제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법․타당한 법규입안에 있어 필수요소가 된다.
한편 자치법규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규의 목적 내지 입법취지
가 그 필요성을 기초로 하여 정당 내지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적이 정
당하지 못한 입법은 그 기본적 존립이유마저 부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적
자치법규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의 설득력 있는 자치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러한 판단과정을 거쳐 입법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 자치법규 입안 시 관련 입법사실이나 배경,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필요
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는지
필요성

-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의 개폐 등이
자치입법 추진의 계기가 되고 있는지
- 자치법규의 구체적 목적 내지 입법취지가 정당한 것인지

87) 입법사실은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기초지우는 사실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치입
법과정에 있어서 입법사실의 조사․분석은, 크게 입법과제의 인지․설정 전의 현상분석 시나 입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법적 수단․수법에 대한 필요성․합리성 테스트 시에 필요하게 된
다. 木佐茂男(編), 自治立法の理論と手法 , 167-168면, 田中孝男 집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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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집행가능성․실효성과 선진화 측정기준

1) 의미와 의의
자치법규는 객관적인 관점 또는 법규의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ⅰ) 그 시행에
의해 관련 정책 내지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ⅱ)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집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ⅲ) 또한 입법과정에서 국민,
사업자, 공무원 등 해당 법규의 직접 수범자 또는 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이나 주장이 충분히 고려됨으로써 그들이 무리 없이 준수 또는 집행할 수 있는 실효
적인 것이어야 한다.
수범자나 집행자,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내지 법 준수 의지를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의 법규는 법적용의 현실에 있어서는 실효적으로 작동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법규도 어디까지나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범이므
로, 그 내용이 법규범으로서 타당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필요하고 적합한 수준의 강
제성을 가져야만 실효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최근의 입법현상 중에는 그 내용상 강
제성을 띠지 않으면서 행정이나 주민에 대하여 하나의 특정한 정책방향이나 행동지침
을 제시하는 내용의 법규들, 이른바 조성적 내용의 조례, 선언적 의미의 조례들이 늘
어나고 있다. 이것들은 자치입법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공식화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현수법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마찰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법
적 강제력을 갖는 행정수법을 규정하지 않거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벌칙권을 부
여하지 않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수법의 근거를 설정하는 데 그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것들이다.
자치법규에 따라서 그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의해 강제력의 포함 여부 내지
그 정도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자치입법을 통하여
추구하는 행정목적이 적절히 달성될 수 있는 내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따
라서 그 법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강제
력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법규의 적용 결과
수범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 강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자치법규의 법적
권위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법치국가적 요청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내용 표현의 명확화․평이화
자치입법에 있어서도 그 수범자가 일반 주민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입법내용의 의
미가 누구에게라도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오해가 생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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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쉽고 정확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규안의 작성과정은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인 용어나 난해한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법규의 효율성, 실효성, 집행가능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요소들이다.88)

-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정책 내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효율성‧

- 자치법규가 의도한 효과와 그로 인한 부작용‧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히

집행가능성

검토되는지
- 자치법규의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있는 검토되었는지
- 입법과정에서 당해 법규의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주장)이 충분
히 고려되어 내용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 법규의 내용이나 규율 정도가 실제적으로 수범자가 준수할 수 있는 수
준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강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이 법규안에
마련되었는지

(3) 지역의 자율성․특수성과 선진화 측정기준
현대에 있어서 ‘행정을 둘러싼 법의 문제’는, 과거의 명령통제형의 단선적 행정메카
니즘을 대체할 질서형성인자로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방분권의 확
대와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빈발하는 권리․이해관계
에 관한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척도 내지 지표’로서 법적 기준이 동원되거나 활용되는 일이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현장은, 보다 큰 틀 속에
서 보면 ‘법창조의 최첨단 실험실’89)로 변모하고 있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법규범의 정립자와 수범자의 거
88) 예컨대, 행정처분의 부당한 지연을 막기 위하여, 처분시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동의를 요하는 규정은
일정한 시한까지 의사표시를 안 하면 협의․동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거나, 등록․신고 등에 대하여
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한 요건을 갖추면 즉시 수리할 의무를 지우고 필요시에 한해 사후적으로 보완
을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허가에 대하여는 기한 내 미처리 시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처리일정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례를 통한 행정통제와 주민권익의 실현에 실효성
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9) 北村喜宣, 自治体環境行政法 , 良書普及會, 1997, 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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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좁힘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법형성과 법적 규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사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자주적인 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정책 형성과 당면 과제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가 되었
다.90)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지역법이다. 자치법규는 지역적응성․상황즉응성․지역종합성
을 갖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는 때로 국가법령에 대해 선
구성․선도성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지역법이므로 국가적 통일성․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법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과 특수성,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이해관계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된 것이어야 그 본질에 부합한다. 자치법
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법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들을 모방하거
나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조례, 조례제정지침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채택하여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지역적 여건이나 특수성, 지역의 입법정책적 과제,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나 요망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과정을 통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법으로서의 특성은, 지역의 창의적 정책 또는 독자적 시책을 법제화하
는 자치조례에서는 물론이고 위임조례의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 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이나 특수성 등이 잘 반영되고 발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위임조
례의 경우에도 그 시발은 법령의 위임 등 타율적인 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은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임입법
으로서의 일정한 법원리적 제약 하에서라도 지역적 의사와 사정이 충분히 수렴, 반영
되어 그 자주법적 성격이 가미되도록 하여야 한다.91)
90) 自治立法은 그 기능으로서 먼저 내부관계에서는, (1)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진흥수단기능,
자치행정의 근거․지침제시 기능, 자치행정을 구속하는 기능, 행정의 계속성 유지기능을, (2)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욕구 실현기능, 주민의 권리의무의 명시기능, 주민의 계발(啓發)․선도기능을 수행하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법제의 지방단위에서의 종합화기능, 국가법제의 보
완기능, 국가법제의 선도기능, 국가시책에의 호소기능, (2) 국가 이외의 외부관계에서는,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유도기능, 지역 외에 대한 파급기능 등을 수행한다(박영도, 自治立法의 理論과 實際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8-2, 1998, 20-25면).
91) 통상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국가의 법령에 의한 조례 위임에 따라 그 제정의무 내지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 입법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표준(모델)조례나 조례제정지침
(조례준칙)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종전에 이 표준조례 등이 차지하는 현실적 영향이나 비
중은 상당하여, 특히 독자적인 자치입법능력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자주적 입법능력의
형성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다.
물론 현실적으로 표준조례는, 정책과 법제에 능숙한 중앙의 전문부처가 표준적이고 정비된 입안례 내
지 입법준칙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입법능력을 지도‧보완하여 단기간에 법령과
의 정합성이 담보된 자치법규가 제정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법질서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표준조례 등을 통하여 중앙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입법의도나 방침이 사실상 지방에 강요되거나 지방에서의 법규 입안 시 주로 모방입
법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 자치입법능력의 배양이나 창의적 법제아이디어의 창출을 저해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표준조례 등으로 인하여 법규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행정의 중앙 의존을 심화시키고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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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역법적 특수성,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입법 수요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법규
의 내용에 충실히 반영된 자치법규가 선진성을 갖는 자치법규라 할 것이다.

- 지역의 창의적 정책 또는 시책을 법제화하는 자치조례가 있는지
지역의 자율성․실
정‧특수성 관련

- 위임조례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실정 내지 특수성이 검토․반영
되는지
- 지역 주민의 의사나 이해관계 등이 법규의 내용에 잘 반영되고 있
는지

(4) 유사‧선행․모범법규의 검토와 선진화 측정기준
자치법규의 내용이 적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규의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그 규율내용이나 활용 수단 등이 내용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사안임에도 기존의 사례들에 비하여 규율 내용이 과도하
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사 사례인 경우라도 법규의 구체적 목적이나 규율하는 분야 내지 대상, 구체적인
입법의도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규율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일 필요는 없
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유사 사례들과는 일정한 내
용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는 선행 또는 모범 법규사례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배경이나 과정, 구체적 내용이나 법제의 시행경과 내지 결과
등을 다각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제의 장․단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법규의 입안과
정에서 가능한 한 그 편익 내지 장점 등을 차입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선행․모범
법규와의 관련

- 자치법규가 다른 유사 법규들과의 내용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 자치법규 입법 추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모범법규를 조사․비
교하여 장단점을 검토하는지

서의 심의단계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자율심의를 무색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능력의 제고를 전반적으로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 표준조례 등에 대하여는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매우 신중한 취급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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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예산)의 확보와 선진화 측정기준
자치법규의 시행에는 일정한 재원(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법규에 근거한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법규의 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법집행 등에 재원이 필요할 수
도 있는 경우에는 법규 입안 시부터 재원(예산)이 필요 여부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되
어야 한다. 확인 결과 재원(예산)이 필요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재원(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자치법규 그 자체나 그에 기한 다른 후속조치 등을 통
하여 필요한 재원이 실제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반대로 법규의 내용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도 아울러 점검되어야 한다.

재원(예산)
관련

- 법규의 시행에 따르는 재원(예산)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는지
- 재원(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는지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는지

(6) 조례의 성과관리 등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1) 조례의 성과관리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자치법규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의 중점은 실체적 측면에 놓여져 왔으며, 절차적인
입법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는 관심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성
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능률성"의 조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앙자원
과 노하우의 활용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주민들의 행정 수준도 그에 상응하여 높아지고 있어 지
자체가 독자성을 가지면서 활발한 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과 경험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기능보완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와 협상하고, 제
반 사회단체와 경쟁관계 또는 협력 관계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
다고도 할 수 있다.92)

9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안 및 법령해석심의
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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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는 무었인지
조례의 성과관리

- 조례의 성과에 대한 사전예측(시물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
- 조례 시행후 사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2) 조례의 입법계획 및 영향평가의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치법규의 합법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합
법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역시 규범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측정지표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계획제도 및 입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입법계획제도 및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자치법규의 규범적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규범성과 관련을 갖지만, 그 자체로 자치법규의 위법사유로 되
는 것은 아닌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규범성 측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자치입법시스템의 운용
한편 법제인력은 물론이고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 내의 자치법규 전문사이트 또는 법제시스
템이 운용되고 있는지도 자치법규의 전문성 확보와 깊이 관련된다. 이러한 사이버공
간 또는 내부 전산정보시스템이 알차게 구축, 운용되고 있다면 필요한 자치법규나 내
규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관련 정보나 그 연혁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 법
령의 집행 뿐 아니라 새로운 법규안의 입안 등을 추진함에도 매우 유익할 수 있다.
기타 자치입법 인프라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입안규정 또는 지침((조례‧규칙‧훈령 등)을
별도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지, 자치법규집(조례‧규칙) 또는 예규집(훈령‧예규 등)을 정
기적으로 정비, 발간하고 있는지 등도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법제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자치입법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은, 자
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법제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현황 및 운용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선진화 측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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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 연간 또는 정기 입법계획제
도를 운영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지
-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입
법 시 품질개선에 반영하는지
입법계획․
입법영향평가․
자치입법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자치법규 전문사이트
또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 위 자치법규사이트 또는 입법시스템을 통하여 자치법규나 내규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나 그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자치법규입안규정 또는 지침((조례‧규칙‧훈령 등)을 별도로 제정, 운
용하고 있는지
- 자치법규집(조례‧규칙) 또는 예규집(훈령‧예규 등)을 정기적으로 정
비, 발간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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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제전담조직과 전문 법제인력의 확보와 선진화 측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상 조례안 등 개별 법규안의 입안을 담당하는 업무 주관부서의
법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이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진작시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조례안을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바 의원
입법의 경우 역시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조례안 입안능력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업무 주관부서의 법규안이나 의원발의 입법안을 의회의 발의 내지
심의단계 이전에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법규안의 체계와 내용 등을 점검․보완․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전담조직 및 인력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전담부서와 인력은 집행기관에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그 존재
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본다. 대의회제 하에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
법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현실과 의원 입법보좌인력의 결여, 의원들의 입법전
문성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연수 내지 교육제도의 한계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자치입법기관이자 조례의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법
제전문부서와 적극적인 정책법무적 기능의 행사,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법제전문인력
이 확보될 필요는 집행기관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하여 사무기구 소속으로 각 위원회에 배속
되어 활동하는 전문위원93)제도가 이러한 측면의 기능을 제한적으로나마 수행하고 있
다. 이들은 주로 해당 분야의 행정경력 등을 토대로 형성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별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의 자료 수집, 전문적 조사·검토와 보고, 기
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법제전문가, 예산분석가, 위원회 소
관 집행부업무의 평가분석가 등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94)
하지만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문위원제도는 그
정수와 직급 등에 대한 국가 법령의 통제95)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필요에
93)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
집·조사·연구를 한다.
94) 이청수,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 (월간) 자치행정 167호, 2002.2, 23면.
95) 현행법상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따라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09호]은
제15조 제2항에 기해 [별표 5]를 두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총 정수 및 직급을 정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전문위원의 정수(상한)와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전문위원이 필요한 지방의회
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묶여 전문위원을 임의로 증원할 수 없고 전문위원의 직급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바, 이는 의회의 자율권을 불필요하게 과도히 제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전문위원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의안의 입안과 심의 등에 있어서 의회의 전문성을 상당히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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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력의 증원 등 탄력적인 운용을 하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의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집행부와 순환직으로 임용되는 관계로 전문위원 자체의 법적 전문성이나 대집행
부 견제기능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지 않거나 기대하기 쉽지 않고 의회을 보좌하는 인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각 위원회에 배속되어 의회 내지 의원들
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직책은 전문위원 정도 이므로, 이러한 전문위원제도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지방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제도의 보완방안으로서는, 예컨대 지방의회에 의회직을 신설하여 집행부와
의 순환보직을 금하거나 전문위원을 계약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 외 외부 전문가를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기타 제주도에
서와 같이 전문위원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직 내지 별정직의 정책자문위원제도
등의 신설 등 좀 더 다양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가능
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96)

법제전

- 해당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에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등을 담당하

담조직

는 법제전담부서가 있는지

존부

- 지방의회 법제 전문성을 보완하는 관련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지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체계‧자구 등 형식적 심사를 중
법 제

법제전

전 담

담조직

조 직

의 기능

관련

심으로 하는지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그 내용 내지 정책의 당‧부당
등 실질적 측면에까지 미치는지
- 법제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정비하고 있는지

법제전

- 법제전담부서와 주관 업무부서 간의 자치법규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담조직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

- 법규안 심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타

부서와

적절하게 조정, 수정되고 있는지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이러한 정도의 문제를 국가가 법령으로 제약할 필요가 있을까. 공
식적으로 의원보좌관제도를 부인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전문위원제도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
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서 조례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6) 최우용, “분권화시대의 지방의회 관련 법제의 개정방안”, 『공법학연구』 제5권 2호, 2004.5, 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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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업무 관련하여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교수 등의 외부 법제전문가로부터의
적절한 조력을 받고 있는지

- 법제전담부서 직원 수는 업무를 적정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
- 법제전담부서에 법학전공자, 변호사 등 법관련 자격소지자, 법학전공
집행기

자, 법제업무 유경험자 등이 임용되고 있는지

관의 법

- 법제전담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법제, 법무능력을 갖

제전문

추고 있는지

인력

- 법제담당직원에 대한 법제관련 연수 내지 교육은 체계적이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제업무 관련 법령해석, 법규안 입안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외부

법 제

법률전문가에 의한 조언 등의 일정한 조력을 받고 있는지

전 문
인력
- 집행기관의 법제담당직원과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 등 관련 직원
의회 법

들과의 법제관련 업무협의가 필요 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전문

-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과 관련 직원들의 법전문성은 충분한지

인력

- 의회 전문위원에 의한 법규안 검토보고는 전문적 관점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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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치법규 내용적 선진화의 설문유형 및 설문 분석

■ 자치법규의 필요성․집행가능성․실효성 등

◉ 규제 조례 제정시 조례 제정 이후의 현실적 규제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는지?

항상고려한다

13

고려하는편이다

고려하지않는다

40

4

고려하지
않는다
7%

항상
고려한다
23%

고려하는
편이다
70%

규제조례 제정시 실제 집행에서의 실효성 및 현실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
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은 고려한다는 입장(항상 고려한다, 고려하는 편이다 포함)이었
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조례 제정 시 조례 제정
이후의 현실적 규제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57명 중 70%인
40명이 고려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23%인 13명은 항상 고려한다고 답하여, 긍정적
인 답을 한 경우가 93%로, 규제조례 제정 시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위 문제를 사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조례는 수범자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강행적․구속적 자치법규이므로,
특히 규제조례 제정 이후 현실적으로 규제의 효과가 발생되고 구체적으로 집행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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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입법의도나 규제내용에 따라서 주민 내지 이해관계자들이 불이익에 반발하여
규제조례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자체가 규제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규제조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 집행가능성 등을 예측
하여 조례입안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입법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조례를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복수응답 가능)
① 주민들의 민원 또는 반대 여부
② 지역실정에의 적합성 여부
③ 다른 법령과의 모순·충돌 여부
④ 조례제정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⑤ 현실적인 적용가능성(규제의 실효성)
⑥ 행정안전부 등 소관감독기관의 의사
⑦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규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다른지역에도동일한 규율이존재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등소관감독기관의 의사

14

3

현실적인적용가능성(규제의 실효성)

19

조례제정이 가능한대상인지여부

41

다른법령과의모순·충돌 여부

39

지역실정에의적합성여부

주민들의민원또는반대여부

13

10

조례 제정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에 대한 설문은, 복수응답자 139명 중 41명이
조례제정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39명이 다른 법령과의 모순·충돌 여부를, 19명
은 현실적인 적용가능성(규제의 실효성), 14명은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규율이 존재하
는지 여부, 13명은 지역실정에의 적합성 여부, 10명이 주민들의 민원 또는 반대 여
부, 그리고 3명 정도가 행정안전부 등 소관감독기관의 의사를 고려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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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조례의 대상 내지 타 법규와의 체계정합성 등 규범적 측면의 요소가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었는데, 규범적 측면에의 오류 내지 결함은 조례를 바로 재의 혹은
제소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조례를 위법,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적절한 응답을 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규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유사 내지
모범사례를 사전 조사하여 이를 참고 또는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응답
요소들은 대체로 조례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나 수범자인 주민들의 의사 등을 확인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평가된다.

◉ 조례 제정시, 조례 시행상황과 성과에 대한 사전예측(가령, 시뮬레이션 검토 등)
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그렇지않다

5

그렇지않은편이다

36

그렇지않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9%

그렇지
않다
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65%

조례 시행 후 조례의 효율성·계속적 필요성 등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는, 응답자 57명 중 72%인 41명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답하였고, 10%인 6
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합계 82%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조례는 일정한 입법목적을 가진 법규로서 그 집행과정의 효율성이나 계속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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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해서는 조례 입안․설계 시는 물론이고 시행 중에도 수시로 점검, 확인되어야
할 요소이다. 만일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
은 입법 목적을 구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가되는 법규를
방치하는 결과도 될 수 있으므로, 법규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는 자치현장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개별 조례에 대한 사후점검을 수시로 체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점 등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일정한 시기별(연간 또는 반기간 등)로 전
체 혹은 분야별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기점검과 정비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 조례 시행후 조례의 효율성·계속적 필요성 등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전혀그렇지않다

6

그렇지않은편이다

41

그렇지않다

10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10%

않다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72%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개정 등 품질개선에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41명 중 각 44%인 18명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12%인
5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56%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 104 -

앞의 설문과 관련하여 보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미리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당해 조례가 시행되어도 좋은가에 대
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조례가 어떠한 준비를 거쳐서 제정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의 사정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례와 관련된 일련
의 과정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환류시키는 체계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조례의 성과관리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조례 입안 시의 사전예측과 성립 후의 점검
은 모두 그 성과를 설계 또는 품질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문제이다. 성과를 반영하지 않는 예측과 점검은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
기 쉽게 되고, 보다 양질의 조례를 입안․개선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개정 등 품질개선에 반영하는지?

전혀그렇지않다

5

그렇지않은편이다

18

그렇지않다

18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그렇지

그렇지

않다
44%

않은
편이다
44%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개정 등 품질개선에 반영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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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응답자 41명 중 각 44%인 18명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12%인
5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56%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조례 입안 시의 사전예측과 성립 후의 점검은 모두 그 성과를 설계 또는 품질개선
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문제이다. 성과를 반영
하지 않는 예측과 점검은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기 쉽게 되고, 보다 양질의 조례를 입
안․개선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조례를 제정하려다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의갈등

22

지방의회의원간의 대립

19

입법역량의부족

4

지역실정에의부적합

16

현실적인적용가능성 부재

20

규율내용의 위법성
행정안전부 등소관중앙행정기관의 반대

8
3

주민들의민원또는반대

11

조례를 제정하려다 무산된 경우 그 주된 이유를 물은 데 대하여, 복수응답자 103명
중 22명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의 갈등을, 19명은 지방의회 의원
간의 대립을, 11명은 주민들의 민원 또는 반대라고 답하여, 조례의 제정을 둘러싸고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의회 내 정파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의원 간, 그리
고 외부적으로 당해 조례의 수범자가 될 주민들과의 입장 차나 갈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례안 합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실이나, 지방자치 영역에 정당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면서 소
속 정당이 다른 정치인들간의 의견 대립이 다소 격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20명은 현실적인 적용가능성 부재, 16명은 지역실정에의 부적합, 8명은 규
율 내용의 위법성 등 조례의 현실적 또는 규범적 한계를 들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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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시 유사 내용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지?

항상고려한다

18

고려하는편이다

34

고려하지않는다

5

고려하
지
않는다
9%

항상
고려한
다
31%
고려하
는
편이다
60%

조례제정시 유사내용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선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0% 이
상이 고려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시 유사 내용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지 질의한 데 대하여, 응답자 57명 중 60%인 34명
이 고려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31%인 18명은 항상 고려한다고 답하여 응답자의
91%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조례 제정 시 그 입법내용과 효과를 설계함에 있어서 유사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이미 존재한다면, 조례안의 체계나 내용 설계나 그 현실적 효력 등을 검증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조례와 내용적인 중복 내
지 모순저촉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 확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입법 실무자들도 이 점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관심과 실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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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시, 조례의 집행과 관련한 재정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항상고려한다

18

고려하는편이다

고려하지않는다

36

3

고려하지
않는다
5%
항상
고려한다
32%

고려하는
편이다
63%

기타
시간적 여유없음
조례 제정시, 집행과 관련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재원마련 및 재정부족의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90% 이상이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 응답자 57명 중 63%인
36명이 고려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32%인 18명은 항상 고려한다고 답하여 95% 54
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조례는 일정한 정책 목표를 법제화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조
례의 시행 내지 집행이 일정한 재정적 수요를 발생시켜 조례가 집행가능성 내지 실효
성이 있으려면 사전에 그에 대응하는 재원이 확보되어 집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현장의 판단상황을 확인한 것이다. 자치행정의 실무에서는 조례의 입안과
필요 재원의 확보에 관하여는 대부분 이를 사전에 검토 내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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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주지기간이 확보되도록 시행일을 고려하는
지?

항상고려한다

13

고려하는편이다

고려하지않는다

40

4

고려하지
않는다
7%

항상
고려한다
23%
고려하는
편이다
70%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포함)내용이 충분히 알려지도록 주지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 57명 중 70%인 40명이 고려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23%인
13명은 항상 고려한다고 답하여 9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조례가 집행가능성 있는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수규자인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규제효과에 대하여 일정한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수범자
가 조례의 내용을 모르거나 해당 규범을 준수할 의사가 별로 조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가 효력을 발할 경우에는, 법집행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법적용에 대한 저항 내지
불복 등이 초래될 수 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불측의 손해 등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주지기간이 주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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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법규정 및 용어를 충분히 검토하는지?

항상검토한다

21

검토하는편이다

검토하지않는다

34

2

검토하지
않는다
3%

항상
검토한다
37%
검토하는
편이다
60%

조례 제정 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법규정 및 용어를 충분히 검토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는, 응답자 57명 중 60%인 34명이 검토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37%인 21명은 항상 검토한다고 답하여 97%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법규에 사용되는 표현이나 용어는 복잡하거나 난해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주민들의 상식 내지 일상적 삶에서는 사용하지 않
거나 이해가 쉽지 않은 추상적인 법률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수범자
가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용어들을 사용한 법규는 그 실효성이
높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법제처를 중심으로
하여 평이하고 명확하여 누구라도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가 법령 대부분을
손질하기도 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주민을 그 수범자로 하므로 알기 쉬
운 표현이나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 입안되어야만 한다. 다행히 이러한 점에
대한 자치법규 실무자들의 인식이나 직무수행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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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특수성 : 창의조례 등

◉ 법령에 의해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들은 조례로 규
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편이다

29

그렇지않은편이다

그렇지않다

27

3

법령에 의해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들은 조례로 규율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
59명 중 5%인 3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46%인 27명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답하여 51%인 30명이 부정적으로 답한 데 비하여, 49%인 29명은 그런 편이라고 긍
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국가가 법령을 통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법률과 그 시행법령에서 기본적인 사
항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율한 뒤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이로 인해 위임에 따라 조례로 일정한 규율을 하려고 해
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협소하여 사실상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조례로 규율하기는 어렵게 되어버리는바, 결과적으로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의 자율
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법령 시행법규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되어버린다. 위임조례의 경우에 근거 법령들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
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과 부족
하다고 보는 입장이 거의 50%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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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된 표준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제정에 있어 표준조례와
의 유사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복수응답 가능)

유사하지않은경우도있다

11

일부만유사한 편이다

14

완전히동일하거나 전체가매우유사하다

40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7%
일부만
유사한

완전히

편이다
22%

나전체가

동일하거
매우
유사하다
61%

기타
-업무담당자는 표준안을 그대로 쓰기 원하나 법무심사과정에서 조정, 그러나 담
당자들은 수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준조례안도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표준조례안이 너무
형편없이 작성된 것도 많습니다. 담당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것 같다. 반드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쳤으면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조례안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알법,편람,심사기준 등을 참
고하여 문서화 하여야 함,예)국립국어원 영문표기, 띄어쓰기 등
-사례에 따라 다르다

표준조례와의 관련성을 묻는 설문이다. 백지상태에서 조례에 들어갈 내용을 명확하
게 하는 것이, 아직 자치입법의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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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된 표준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제정에 있어 표준조례와의 유사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데 대하여, 응답자 65명 중 61%인 40명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전체가 매우 유
사하다고 답하였고, 22%인 14명이 일부만 유사한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17%인 11명
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표준조례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
거나 상당 부분 참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조례는 자치입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부족한 자치입법능력을
보완하고 소관 부처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장점도 있으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대동소이한 천편일률적 조례를 양산하여 자치입법의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고 현재까지는 표준조례 자체에 대한 법제처 등의 공식적인 법제심사절차가 없
기 때문에 그 자체도 결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표준조례의 활
용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재와 같이 무비판적 모방 중심으로
자치입법에 임하는 것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조례는 장점도 존재하므로 가능
한 이를 참고는 하되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역적 실정이나 특수성, 기타 면밀한
입법판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법령의 위임규정 없이도 제정 가능한 지역상황을 반영한 독창적인 조례가 있는
지?

창의조례
무응답

9

있다

25

없다

25

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이도 제정가능한 독창적인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43%는
있다고 하였고 없다는 비율도 동일했다. 무응답도 15% 이다. 조례는 자치법규의 일종
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제정되는 위임조례보다는 지역 상황과 독자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자주적이고도 독창적인 조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한 규제적 조례의 법률유보 제약에 따라 규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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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독창적 조례를 설계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 현장의 자치입법 능력
미흡, 적극적인 자치입법의 의지와 문화가 형성되지는 못한 탓으로 독창적 조례의 형
성에는 일정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있다면 어떤 조례들인지?
기타
각종지원조례
고래관련 조례(울산 남구)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교육청 정보화추진 조
례
대구약령시한의학박물관 조례
도예인 지원조례(도자명장지원조례)
독서교육조례
불법하도급신고포상급조례, 석면피해구제관련조례,공공화장실지원관련조례 등
서울시노원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
세종시와 상생발전 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주로 지원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특산품육성조례 외
진안마을 만들기 조례,고창연안습지(갯벌)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창녕군민의날 조례
포항시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삼림관리 조례, 함양군 사회복지회관 관리 조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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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개정시 지역 특성(지역성 독자성)이 잘 고려되고 있는지?

그렇지않은편이다

27

그런편이다

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

그런
편이다
54%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개정시 지역의 특수성이나 독자적인 측면이 잘 고려되고 있는
지에 대해 응답자 59명 중 54%인 32명이 그런 편이라고 답한 데 비하여, 46%인 27
명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입법에 있어서도 낮지 않은 비율로
지역적 특성(지역성, 독자성)이 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는 대표적인 자치입법으로 자치조례이든 위임조례이든 법령상 또는 법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독자성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역적 자치입법으로서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는 점
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조례 설계 및 입안 시
이러한 측면이 더욱 면밀히 검토되고 고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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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성 독자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정답 가능)
① 정부의 표준조례안 의존
② 타 지역 조례안의 단순모방
③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사전평가 미비
④ 입법․제정․개정 사실의 현상이해의 불충분

입법.제정.개정사실의현상이해의불충분

14

지역적필요성에대한사전평가미비

15

타지역조례안의단순모방

25

정부의표준조례안의존

23

조례에 지역성 독자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복수응답자 77명 중 32%인 25명이 타 지역 조례안의 단순모방을, 30%인 23명이 정
부의 표준조례안 의존을, 20%인 15명은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사전평가 미비를,
18%인 14명은 입법․재정․개정 사실의 현상이해의 불충분을 들고 있다.

조례 입안에 있어서 타 지역의 동일, 유사 조례안의 벤치마킹이나 정부의 표준조례
안 참고 내지 활용은 기본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조례를 생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
이 있으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단순모방이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버리는 자세
는 자치입법에 임하는 태도로 문제가 있고 당해 지역에 적합한 자치입법으로서도 충
실하게 기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타 지역조례나 표준조례 등을 충분히 참
조는 하되 조례의 입법 필요성이나 입법을 둘러싼 다양한 입법사실, 구체적인 입법
내용 등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사와 독자적인 설계 및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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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조례(안) 등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 시 지역사정이나 의사를 충실히 반영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표준조례안만으로는 지역적 사정이나 입법수요를 제대로 채울 수 없어서
② 표준조례안은 단지 참조자료일 뿐이고, 자치법규인 조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③ 지역의 입법정책이 국가의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지역의입법정책

2

단지참조조례

30

지역사정, 입법수요

27

지역의
입법정책
3%

지역사정,
단지

입법수요
46%

참조조례
51%

표준조례(안) 등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 시 지역사정이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한 데 대하여, 복수응답자 59명 중 51%인 30
명이 표준조례안은 단지 참조자료일 뿐이고 자치법규인 조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라고 답하였고, 46%인 27명이 표준조례안만으로는 지역적 사정이나 입법수요를 제대
로 채울 수 없어서라고 하였으며, 3%인 2명은 지역의 입법정책이 국가의 그것과 다
른 경우가 많아서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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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표준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이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지
자체나 사례들에서는, 자치법규로서의 조례의 자율성 확보를 중시하거나 표준조례보
다는 지역적 사정이나 입법수요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자율적 관
점과 자세는 조례입법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창의조례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 그러한지? (복수응답 가능)

① 지역여건이나 특수성 및 지역 수요 반영
② 지역공동체의 자율규율에 부합
③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
④ 국가입법에의 반영을 통한 선순환기능

국가입법에의반영

자치입법발전

5

8

지역공동체의자율규율

16

지역여건이나특수성등

50

창의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는, 복수응답자 79명 중 63%인 50명이 지역여건
이나 특수성 및 지역 수요 반영을, 20%인 16명이 지역공동체의 자율규율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답하였고, 기타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 10%, 국가입법에의 반영을 통한 선순
환기능으로 답한 경우가 7%로 확인되었다.
국가입법에
자치입법발
전
10%

의반영
7%

지역공동체
의
자율규율
20%

지역여건이
나특수성
등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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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방의회나 주민 및 공무원의 인식과 노력 부족
② 위법 우려에 대한 불안
③ 재정부담
④ 전문가 조력 내지 지원시스템 미흡

창의조례
지원부족

20

재정부담

28

위법우려

33

인식부족

17

지원부족
20%

재정부담
29%

인식부족
17%

위법우려
34%

창의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복수응답자 98명 중 34%인 33명이
위법 우려에 대한 불안, 29%인 28명이 재정 부담, 20%인 20명이 전문가 조력 내지
지원시스템 미흡, 17%인 17명이 지방의회나 주민 및 공무원의 인식과 노력 부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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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조례가 생성되기 어려운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골고루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 우려 부분은 지자체에 있어 법규입안과정에 요구되는 법해
석 내지 법이해 능력의 부족이 그 원인일 것이고 재정 부담은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일정한 재원이 소요될 경우 지방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를 신규로 추진하
는 데 애로를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의 조력 내지 지원시스템 미흡은 전 지자
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치법제인프라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
서는 시급히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니다. 물론 대규모 지자체나 대도시 지자체는
좀 사정이 나을 것으로 보이나 기초지자체나 소규모지자체는 법제인프라 구축이 상당
히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처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지원체계의
구축과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창의조례 장려방안을 든다면? (복수응답 가능)

의회와담당공무원입법역량강화

24

재정부담수반시범사업지원

27

제안자에인센티브부여

10

지자체인센티브부여

10

관련담당공무원인센티브부여

19

전국적인공유기회마련

19

자치법제품질우수인증

13

기타
인텐티브 부여시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례제정 우려

복수응답임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정에 부담을 덜
어주는 방안과 지방의회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도 비교적 많은 응답을 보였다. 전
국적인 공유기회 마련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응답자
가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로는 창의조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무분별한 조례제정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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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조례를 장려하는 방안에는 크게, 필요 재정지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제교육,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 자치법규 품질 인증, 지자체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설문에서는 이러한 응답들이 골고루 선택되었다.
다만 인센티브 부여는 비교적 작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오히려
조례 제정이 남발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바, 인센티브와 같은 직접적
인 혜택부여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정지원, 법제교육 강화를 통한 법
제능력 향상,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우수 자치법규 품질인증 등의 간접적이면서
도 근본적인 지원책 내지 관리방안이 요망되는 것으로 본다.

◉ 조례 제정시 유사내용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를 고려하는
지?

그런편이다

그렇지않은편이다

57

1

기타
참고만 한다
조례제정시 유사내용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대
부분이 고려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수준의 규
율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천편일률적인 같은 내용의 조례
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복사되고 있다는 한계가 도출된다. 기타 의견에 있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를 하여 보다 나은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유사 내용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
례를 제정할 지 여부 뿐 아니라 제정할 경우의 조례의 내용, 체계, 규율수준 등을 결
정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우수한 모범사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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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입법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매
우 효율성 높은 입법을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부적절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유사 내용의 다른 지자체 조례의 제정 여부는 입법 시에 반드시 조사, 확
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지자체 현장에서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점에 관
하여 관심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다만 유사 내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무비
판적으로 모방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입법 취지나 주요 규율 내용, 조
례입법과정, 조례 시행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을 관련 자료의 협조를 받고 질의
등의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면밀히 따져본 후 따라야 할 부분과 그러지 말아야 할 부
분을 가려내고, 여기에 당해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이나 입법목적 내지 규율의도 등을
부가하여, 해당 지자체만의 고유한 자치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입법계획 및 영향평가
◉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지?

그렇지않다

그렇다

45

13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지를 물
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많았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하
여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인데, 대다수인 78%의 응답이 그렇
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자치법규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필요성에 부응하여 입법 추진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일정한 기간 단위(연단위, 반기단위 등)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입법수요 등을 점검, 확인하여 개략적이나마 종합적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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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의회심의과정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높
이고 추진하는 측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보다 품질 높은 법규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법제처가 매년
정부 차원의 입법계획(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장 참조)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
실 있는 입법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

조례의 효율적인 제정·시행을 위하여 입법계획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않다

9

그렇다

48

입법계획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대다수의
응답인 84%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9명은 입법계획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입법계획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첨언이 필요 없는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는 오히려 자치입법현장에서 더욱 강하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
후 관련 제도 내지 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된다.

◉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에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않다

21

그렇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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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가에 대해
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다소 우세하였다. 응답자 중 60%인 32명이 그렇다고 하였고
40%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주민참여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앞서고 있다.
입법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조례 등 자치법규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그 직접
수범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
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계획하는지, 그러한 법규의 입법취지나 개략적인 규율 내용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비록 법규안의 본격적인 입안과 심의가 개시되
기 전이지만 주민들에게 그 대강을 알려 주민들이 요망하는 자치법규들이 입법계획에
담기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지역적 주권자인 주민들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을 계획적, 민
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원리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법규를 통한 현실적 이해관계의 사전 조율, 향후의 법규의 시행에
대한 수범자들의 순응도 내지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지?

그렇지않다

그렇다

51

5

조례에 대해서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조례의 효율적인 제정·시행을 위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한 지에 대
하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1%의 응답이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입법 활동이 점차 더 활발해지고 그 비중도 높아갈
것이고, 자치법규도 보다 고품질화 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그 도입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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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효율적인 제정·시행을 위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그렇지않다

10

그렇다

43

입법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법영향평가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않다

13

그렇다

38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법영향평가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3/4인 75%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즉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고 도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평가를 행정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객관성 등의 관점에서 곤란하거
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사실 입법영향평가는 법규의 입안 및 심의
과정, 법규의 입법목적과 구체적 규율내용, 법규의 현실적 적용과 그 결과(부작용 또
는 성과 등)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기관이 매우 객관적인 시각과 기법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조사, 점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내부에서의 자체 평
가도 가능은 하겠지만, 제도의 특성상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전문학회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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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제조직 및 인력 관련

◉ 조례 제정시 법체계 및 자구심사 등 법제전담기구나 부서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다

19

그렇다

38

조례제정을 지원할 전문적인 조직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하
였다. 전문적인 조직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견해보다 두배이상 많
았다. 조례 제정 시 법체계 및 자구심사 등을 담당하는 법제전담기구나 부서를 갖추
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57명 중 67%인 38명이 그렇다는 답을, 나머지 33%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다거나, 송무도 겸하
고 있다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의회 담당부서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담당관을 두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부서 또는 팀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1인이 법제와 관련하여 일괄하여 담당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어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사무인지 여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입법기술과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할지, 조례로 규율할지 정하는 것 등 자치법규의 선
진화 측정기준으로 본문에서 제시하려는 여러 중요요소들을 혼자서 검토하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상설적인 자치입법지원시스템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
치법규가 내용, 형식, 절차 등의 적법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되는 법제전담부서는 주로 법규안의 심사나 법제사무의 관
리 등을 담당하는데, 자치법규의 양적 증가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자치입법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법제전담부서와 담당직원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 인프라라
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1/3 정도의 응답이 여전히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다고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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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역지자체에는 대개 법무담당관이, 그리고 기초지자체에는 주로 1개 팀규모
의 법제팀이 존재하지만 특히 기초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법제사무 외에도 다른 사
무들을 겸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담당자의 전공이나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어, 향후
전문적인 자치입법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양면에서 법제인프라의 전
반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다.
갖추고 있다면, 그 형태나 내용은?
기타 (응답된 전체 모음)
과:규제개혁,법무과, 계:규제법제 1,2계, 심사부서없음
과내에 1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청 행정기구로 법무담당은 있으나 송무와 병행, 법제만 전담하는 직원은 1명, 그나마
소송업무 보조업무 병행
담당단위 직제편성
담당부서
담당부서운영(행정기관,지방의회사무국)
법률담당부서
법무담당 팀으로 구성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에서 법제심사담당 포함 4명이 함께
법무담당관실, 주관부서의 조례안을 검토,심사
법무담당관실내 '법제팀'운영
법무담당부서, 법제심사위원회
법무부서에서 검토
법무부서에서 담당하나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법무통계담당과(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실 내 법제팀에 담당자 1인 심사
법무팀
법무팀, 담당
법제(법무)부서에서 자구심사등 법체계지원
법제는 직원 1명이 전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담당
법제담당(1명,법무담당)
법제심사시 처리함 법무담당1명, 담당자1명 총2명 검토
법제심의담당자(직위공모2년)와 팀장으로구성
법제심의위원회
법제자문위원위촉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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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함

법제전담부서는 아직, 법제와 송무를 같이하고 있음
법제전담부서를 통해 문의
법제팀 사전심사 1차.직원 2차.팀장 3차

조례심사실무위원회 4차 조례규칙심의회

부서내 팀으로 구성, 담당자는 1명
자문형식(3급이상) 또는 고문변호사등 의뢰
전담부서 운영(법제담당관실)
팀제
팀제운영중
한부서 밑에 담당이 있음(2명)

◉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전문위원 또
는 입법보좌관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다

53

그렇지않다

6

그렇지않
다
10%

그렇다
90%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 입법보조관 등 제
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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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전문의원실 구성, 입법보좌관, 자문위원 등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
고, 주목할 만한 것은 경기도의 경우 부서에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앞으로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법제담당자로서 법학적 자격을 갖춘
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제정등 관련 부서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충원, 담당인원 증원, 조
례제정심사시 전문가의 참여, 순환보직의 극복 등이 개진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으로 각 위원회
별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고, 입법수요가 많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책자문위원도 추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위원의 경우 일
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어 입법전문성이 높지 못한 편이고 단체장에 의해 임명되
고 집행기관과의 순환직이라 의원들의 집행부 견제활동을 조력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
계가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의회규모별로 정원 상한과 직급 제한 등이 설정되어 있어
서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인력 운영에 장애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아직 지방의원들에게는 보좌관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입법활동을 포함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나 시민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전향
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련되어 있다면, 그 형태나 내용은?
기타
교육전문의원실구성(수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2명으로 구성, 일반직공무원)
구의회 전문위원 3명, 입법보좌관 3명
법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부서에서 변호사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분과 상임위별 전문위원 배치 (응답자 4명)
의원보좌를 위한 자문위원 채용(계약직 공무원)
의회 전문위원이 내용검토 및 형식검토를 하고 있음
의회전문위원제도
의회내 '입법정책담당관실'운영,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발의에 대해 인력부족
의회사무처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근무
의회전문위원 및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음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실효성이 적거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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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원, 그러나 증가하는 의원

입법담당관,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등 기구 설치되어 있음
입법담당관실(과제도)
입법보좌관
입법보좌관제, 전문위원
입법정책관 (응답자 3명)
자문위원
전문위원

(응답자 17명)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입법정책관실이 있으나 의회관계 공무 등을 위한 연찬,교육기
회 제공필요
전문위원2명(5급,6급)
전문위원2명총괄
전문위원3명
전문위원3명 전문위원실 운영
전문위원배치, 2명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 있지만 전문성 제고의 역할 미흡

신설 충원 등이 필요하다면, 그 형태나 내용은?
기타
담당직원 인사우대, 관련학화 공무원배치
법률자문위원 및 국회법제심의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보강확대

법제실무역량이 있는 직원의 배치 및 외부 충원
변호사충원
법무담당인원 증원 필요
입법보조관을 두되 의원정수에 따라 정원을 차등책정
위 기구들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보에 의한 인사이동자임, 별정직이나 장기계
약직 등 전문인력 확보 필요
전문성 결여되어 검토의 부실화
조례규칙법제심사계약직 공무원채용(법률전문가,변호사등)
조례제정심사전문가로 전문위원 구성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국어전문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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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법제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에 전문인력
이 증원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법제전담직원이나 전문위원만으로는 늘어
나는 입법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집
행부와 의회 사무기구에 변호사자격자 등 법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특채하고 의회사무
기의 직원도 의회직을 신설하여 임명권을 의장에게 돌려주며 일반직으로 순환시키기
보다 별정직 내지 장기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
다.

◉ 조례 입법 시 해당 사항에 관한 판례, 감독기관의 조치, 주민의 감사청구나 제
소‧민원 등이 충분히 검토되는지?

그런편이다

34

그렇지않은 편이다

24

기타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례 제정, 개정시 해당사항 또는 유사사례에서 판례가 어떠한 견해인지, 감독기관
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주민의 감사청구나 소송제기, 민원제기 등을 검토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이 문항은 사전적 분쟁해결이라 볼 수 있으며, 조례(안)무효확인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사전적인 필수 체크사항이다.
조례 입법 시 해당 사항에 관한 판례, 감독기관의 조치, 주민의 감사청구나 제소‧민
원 등이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58명 중 59%인 34
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인 24명이었다.
그런데, 응답자의 41%는 검토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변하여, 조례의 합헌, 합법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법제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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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숙련된 근무경력을 가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도 조례와
관련된 판례, 감독기관의 조치(예측), 주민의 감사청구, 민원, 소제기 등에 대해서 데
이터가 손쉽게 처리도어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례와 같은 법규가 규범적․내용적으로 잘못 제․개정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작용의
위법으로 이어지거나 불법행위를 초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단초를 제공하여, 법적 쟁
송, 감독조치, 주민에 의한 각종의 불복청구나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가 입법되기 위해서는 법규
안 검토 당시에 해당 사항과 관련되는 판례나 감독조치, 기타 주민에 의한 불복제소
내지 민원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법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응답의 40% 이상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치행
정 내지 책임행정의 관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지방의원 또는 법제 담당 공무원의 법제 및 입법활동 교육 또는 연수가 충분한
지?

그런편이다

16

그렇지않은편이다

42

그런
편이다
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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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무기간이 1개월로 교육상황이 어떠한지 판단할 수 없음
법제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 법제입안 담당자의 입법활동 교육 불충분
실무위주로 더 많은 교육필요(사이버 활성화 포함)

지방의원 또는 법제 담당 공무원의 법제 및 입법활동 교육 또는 연수가 충분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58명 중 72% 42명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한 반면
28% 16명만이 그런 편이라고 답하여 지방의원 또는 법제 담당 공무원의 법제 및 입
법활동 교육 또는 연수에 대하여는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앞서고 있다.
기타 의견에서도, 법제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제(입법)교육 역시 충분치 않다거나
법제 교육을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더 많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적인 법제연수 수요를 고려할 때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
으며, 법제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부서의 입안담당자들도 연수와 교육이 주기적으
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직으로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기적인
노하우를 갖도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전문성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전담조직의 확대 및 법제직원
증원, 자체 입법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인프라 자체를 확충할 필요성도 크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법제담당 직원이나 주관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제교육 내지 연수를 어
떠한 정도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개선요소가 된다. 현재
까지 법제처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법제교육이
실시되어 왔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지방공무
원에 대한 법제교육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설문결과에 의해서도 이
러한 점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법제전문성을 제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법제처 및 관련 부처들은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실효적인
법제교육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자체 공무원 연수나
외부 교육기관 등에의 파견, 전문가의 초빙․활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제담당자는 물
론이고,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지방의원이나 그 보조인력, 기타 주요 행정부서의
직원들까지 보다 충분하고 양질의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
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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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시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니다

52

그렇다

7

그렇다
12%

아니다
88%

외부전문가가 조례제정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약 90%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
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속에서 적극적으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
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문변호사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실의 지원을 받거나, 학계교수, 변호사
의 자문을 받는다는 기타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비
교적 낮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있다면, 그 형태와 내용은?
기타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시 법무담당관실 의견청취
고문변호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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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입법예고,변호사및 학계교수의자문
내용에 따라서 다름
법제자문위원 위촉활용
세미나 등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등
조례사전심사 실무위원회에서 협의(외부전문가 교수

변호사)

조례 제정 시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는, 응답자 59명 중 88% 52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12% 7명만이 그렇다고 답
하였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나 일반 변호사․교수 등의 자문,
법제자문위원의 위촉활용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지자체의 법제담당직원이나 의원들의 입법관련 전문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무계․법제팀 등에 변호사나 관련 법전문가들
을 직접 채용하여 법제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야 내지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법률
전문가 내지 해당 분야나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결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낮은 비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 용역을 발주하는 등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 관한 전문가집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수시로 사안별 자문 또는 조언을 구하거나, 아예 지자체 차원의 입
법 또는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해 두고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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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기준의 종합
위에서 자치법규의 규범체계, 민주적 절차, 주민참여, 목적과 내용, 법제인프라적인
제 측면에서의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의 선진화의 추진 필요성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기준을 영
역별로 도출해 보았다.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종합하였다.
○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종합 측정기준표

- 규범적 측면

- 조례에 의해 직접 주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행해지고 있는지
자치법규의 합헌
성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
은지(비례원칙)

- 규율대상에 관한 국가입법이 존재하는지
- 국가입법이 존재하는 경우, 규율목적이 동일한 것인지

법률
우위

- 규율목적이 동일한 경우, 전국적인 획일적 규율의 필요성이

원칙

존재하는지
자치법규의 합법
성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
지(SSM규제조례의 경우)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기속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
닌지
- 관련 국제법규에의 위반은 없는지(국산 우수농산물 급식조례
의 경우)
- 소급입법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법령상

- 국가의 성문법령과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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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자치법규와 법체계상의 모순·충돌이
체계정합성

있는지
- 자치법규의 규율내용 상호간 모순·충돌은 없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은 명확한지 또는 다른
법령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 자치법규의 법규정은 명확한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준수가능하며 수용가능한 것인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집행가능한 것인지
규율의 적정성

- 자치법규의 이유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 시행일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충분한 주지기간이 주어
져 있는지)
- 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다른 대안에 의한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현실에 적합한지
- 자치법규의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적절히 행
해졌는지

규율의 실효성

- 법령이 탄력적이고 현실적응성이 있는지
- 개정 또는 폐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수범자인 주민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규율법제가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 자치법규의 독자성,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는지(가령, 표준조
례의 모방이 아닌지)
- 자치입법에 대한 규율에 있어 법규명령의 관여정도는 어떠
한지

입법의 자주성

(※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에 의한 경우 자치권의 침해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행해졌는지
- 위헌성 및 위법성 심사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
하는지

입법의 민주성

-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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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존
재하였는지
-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 주민여론 형성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입
은 없었는지
- 자치입법의 과정 및 내용은 민주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 법률에 의한 개별적 또는 포괄적 수권이 존재하는지
- 의회유보의 영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위임이 허용되는 영역

법 률
유 보

위임조례의 한계

인지)
- 규율내용은 수권범위에 포함되는지

원칙

-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법률의 수권이 있는지

대상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관한 사무인지

합법성

- 입법형식상 조례(또는 규칙)에 의한 규율대상인지

규 율

- 일반행정사무(또는 교육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상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거 법원
규율대상의 적정

의 위법판결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성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감독기관
의 시정명령 또는 제소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 절차와 참여측면

조례제
정의 사
전절차

- 규율이 필연적인가
조례의

목적

- 목표가 당해 조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 목표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

타당성

-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상조치를 고려하였는지
조례규칙심의

조례안

회의

발의절

전문성

객관성,

차
정보제공

- 자치체 집행기관 및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조례규칙심의회
에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 조례·규칙심의회(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심의를 거쳤
는지
- 입법예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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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조치들이 적시에 준비되었는지
-조례제정개폐청구를 통해서 발의되었는지
주민참가

-주민에게 특히 절차규율과 그 절차규율에 당연히 참가하는
권리에 관하여서도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 집행행정기관 및 전문행정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였는지
- 규제,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관기관 협의

과정 거쳤는지
- 입법안 심사기준표 각부처 회람하였는지
-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하였는지
- 법제처의 해석지원제도 활용하였는지

지방의회와 단

- 재정을 수반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안인 경우 지방자치

체장의 협의

단체장과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적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관련 시민단체
와의 협의
관련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

- 유관단체,협회,조직의 의견은 파악되었는지

- 규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지
- 제안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 규율이 시민과 행정에게 이해와 통찰이 가능한 정도로 서
술되었는지 심사되는지
-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가 되는 용어선택
이 행하여 졌는지(명확하고 함축성있는 문장으로 구성되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외부 전문가 등 객관적인 관점이

조례안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위원회의 심사

심의 및

-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의결 절

가진 위원의 발언권이 보장되는지

차
- 위원회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 자치법규 제정과정에 있어 의결 및 심의기관의 구성은 적
법하였는지
- 위원회의 표결이 통과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는지
본회의의 심의.

-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당한 기간 내에 본회

의결

의에 상정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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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위원회의 검토내용을 이해가능한 정
도로 설명하였는지
- 제안자의 제안설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발언조건을 갖춘
곳에서 이루어 졌는지
-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권이 보장되는지
- 본회의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 지방의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 기록의 작성이 적
절하게 존재하는지(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 관련)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절차(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는
준수하였는지
- 공포와 효력발생간의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확보되는지

공포 절차

- 법령상 자치입법의 공포방법(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은
준수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문권(환부 및 재의요구)은 적절하게 행
재의요구

및

제소

사되었는지
-재의요구가 제기된 것은 몇건인가
-재의요구 후 재의결된 것은 몇건인가
-대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된 것은 몇건인가

주민과 행정의
이해도

- 내용적 관점에서 그 규율의 실제적 실현가능성에 반대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지
- 규율이 수범자인 주민을 의식하고 구성 집행되었는지

조례 집
-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행과정
집행기관의 준
비

- 집행행정기관이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준비하였는지
- 상급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에 유의
하여 집행되었는지
- 효력발생 이후의 규율의 부수효과를 조사하였는지

환류과

주민의 민감도 - 주민과 공무원이 내용에 순응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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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었는지
반영 여부

- 주민은 새로운 규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 표준화(형식화,도식적인 진행 등)의 정도가 시민에게 부담
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

- 관할에 관한 규율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에 유의하여 규정

간의 관계

되었는지

정
-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자치법규의

- 조례의 흠결을 예방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상황적응성,

하기 위하여 보다 완화된 규율밀도로 충분하지 않는지

목적타당성 재

- 어떠한 흠결들이 확인되고 있는지

확인

- 경제․과학․기술 및 판례 등의 발전이 당면문제와 특별한 관
계가 있는지

- 내용 측면

- 자치법규 입안 시 관련 입법사실이나 배경, 나아가 구체적
인 입법 필요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는지
필요성

-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의 개폐 등이 자치입법 추진의 계기가 되고 있는지
- 자치법규의 구체적 목적 내지 입법취지가 정당한 것인지
-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정책 내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효율성‧
내 용 적

집행가능성

측면

수 있는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효과와 그로 인한 부작용‧문제점이 사전
에 충분히 검토되는지
- 자치법규의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있는 검토되었는지
- 입법과정에서 당해 법규의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주
장)이 충분히 고려되어 내용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 법규의 내용이나 규율 정도가 실제적으로 수범자가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강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이
법규안에 마련되었는지

지역의 자율성․

- 지역의 창의적 정책 또는 시책을 법제화하는 자치조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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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실정‧특수성
관련

- 위임조례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실정 내지 특수성이 검
토․반영되는지
- 지역 주민의 의사나 이해관계 등이 법규의 내용에 잘 반영
되고 있는지
- 자치법규가 다른 유사 법규들과의 내용적 균형을 유지하고

유사‧선행․모범

있는지

법규와의 관련

- 자치법규 입법 추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모범법규
를 조사․비교하여 장단점을 검토하는지

조례의 성과관
리

- 조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는 무었인지
- 조례의 성과에 대한 사전예측(시물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
- 조례 시행후 사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 연간 또는 정기 입
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
영하는지
-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입법 시 품질개선에 반영하는지
입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자치법규 전

입법영향평가․

문사이트 또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자치입법시스

- 위 자치법규사이트 또는 입법시스템을 통하여 자치법규나

템

내규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나 그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
는지
- 자치법규입안규정 또는 지침((조례‧규칙‧훈령 등)을 별도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지
- 자치법규집(조례‧규칙) 또는 예규집(훈령‧예규 등)을 정기적
으로 정비, 발간하고 있는지

- 법규의 시행에 따르는 재원(예산)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는지
재원(예산) 관

- 재원(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되

련

었는지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는지

법 제 전

법제전담조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에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등을

존부

담당하는 법제전담부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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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법제 전문성을 보완하는 관련 조직이나 인력이 있
는지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체계‧자구 등 형식적
심사를 중심으로 하는지
법제전담조직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그 내용 내지 정책의

의 기능

당‧부당 등 실질적 측면에까지 미치는지
- 법제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정비하고 있는지

담 조 직
- 법제전담부서와 주관 업무부서 간의 자치법규관련 협의가

관련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규안 심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부서간 협의
법제전담조직

를 통하여 적절하게 조정, 수정되고 있는지

과 타 부서와

- 법제업무 관련하여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기관 또

의 협력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교수 등의 외부 법제전문가로
부터의 적절한 조력을 받고 있는지

- 법제전담부서 직원 수는 업무를 적정히 처리할 수 있을 만
큼 충분한지
- 법제전담부서에 법학전공자, 변호사 등 법관련 자격소지자,
법학전공자, 법제업무 유경험자 등이 임용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의 법
제전문인력

- 법제전담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법제, 법무능
력을 갖추고 있는지
- 법제담당직원에 대한 법제관련 연수 내지 교육은 체계적이
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제업무 관련 법령해석, 법규안 입안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한 조언 등의 일정한 조력을 받고 있
는지

법 제 전
문인력

- 집행기관의 법제담당직원과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 등
관련 직원들과의 법제관련 업무협의가 필요 시 잘 이루어지고
의회 법제전문
인력

있는지
-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과 관련 직원들의 법전문성은 충
분한지
- 의회 전문위원에 의한 법규안 검토보고는 전문적 관점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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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기준의 활용
1. 자치법규 측정기준의 용도별․대상별 맞춤식 재구성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용도
별, 대상별로 그 측정기준이나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예컨대 용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일반적․종합적 측정․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위임조례 혹은 개별조례의 제정현황 파악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국한하여 자치법규를
측정․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신규임용공무원, 승진임용대상자, 법제담당공무
원, 지방의원 등 직위와 담당 업무별로 대상을 달리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 내지
법규관련 직무수행상황 등을 측정․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치법규의 현황을 그 용도나 대상별로 달리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측
정기준 등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자치법규를 둘러싼 제 측면 즉 자치법규
의 규범형식․체계, 입법절차․주민참여, 목적․내용, 전문성의 측면을 그 실제와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기준을 정리하여 종합화하였는데, 이러한 종
합적 측정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각 용도별, 대상별 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들
만 추출하여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맞춤식 활용이 가능하다
고 본다. 즉 종합적 측정기준들 중에서 용도별, 대상별로 각 해당 내지 필요기준들을
추출하여 재정리하거나, 그러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필요한 각색을 통하여 당
해 측정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측정기준표로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과 측정기준의 사용
- 자체평가 및 전문기구에의 위탁 시행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법규의 현 상황을 체계적이고 면밀
하게 점검․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듯이,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둘러싼 제 국면과
요소들을 정확히 조사․진단하여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강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치법규 진단을 위한 개선도 측정은 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체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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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중앙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시행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앙 정부가 이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
제 내지 자치법규 통제의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중앙 정부 스스로도 일정한 부
담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의 개선도 측정․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시
행하는 외에는 그 의사 또는 동의 하에 제3자 전문기구(예컨대, 자치입법 관련 전문
학술단체나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전문기구 등에의 위탁 시행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조장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경비나 기술적 사항, 정보 등을 지원․협조
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구에 의한 자치법규의 개선도 측정․평가에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하여 추출, 제시하는 자치법규 개선도 측정기준(종합기준, 용도별․대상별
기준 등)이 적극적 그리고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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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지원체계
Ⅰ. 자치법규 지원 개관
1. 자치법규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1)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재정립 : 상생적 협력관계
종전의 중앙으로부터의 정책의 수립이 중심이 되던, 즉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분야
별․지역별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Top-down"적인 형태에서, 지역에서 창의를 바탕
으로 하여 개발한 분야별․지역별 전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Bottom-up"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창의적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틀들은 중앙이 보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전체의 효율
성을 강화 및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의 기계적인 배분을 넘어, 지역사회
불균형 및 격차 해소와 지역 상호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 발전이라는 측면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니시어티브를 갖는 “Bottom-up" 방식의 정책 수행으로 중점을
옮겨가되,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Sectoral Level) 지역적 (Local
level) 특징과 부합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Top-down”과 Bottom-up" 방식의
조화, 중앙과 지방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조화를 통해 국가 차원(Nation Level)으
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각 분야의 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97)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고유한 자치권을 가진 자족적 의미에서
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관념이 성립할 여지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의 하부조직이며, 언제나 중앙정부와 상하관계에서 하청적 지위에 서는 것이
어서도 아니 된다. 현대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하며 병립적인
공동․협력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는 지
원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98)
절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의회법률에 대해서는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과 그 내
용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9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자치법규의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장안 및 법령해석심의
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11면
98) 헌법재판소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흥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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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의 전문성 제고 및 자치법규 역량강화
지방분권과 자치는 지역공동체와 공동체적 발전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허용하고, 주
민의 선호(preference)의 차이에 부응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지방자치단체
들에게 변화의 유인을 부여하고, 선호와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며, 혁신을 추구하게 만
든다.99) 이러한 변화의 적응력은 환경에 대한 적시적인 규율, 자치입법의 선진화를
통해서 보다 촉진될 수 있다.
입법이란 의회의 핵심적인 중요기능이지만 다원적인 사회질서 및 탈산업화적 사회
로 이행하는 발전경향을 배경으로 할때 의회 단독으로 입법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날의 입법은 권력분립적 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100) 국회에 의한 입법이
과부하되어, 분산적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법률은 집중적ㆍ중앙적 규율에 적합하
며, 집중적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 반면
사항적ㆍ장소적 이유로 또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산적 규율이 보다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규율도구가 적합한 규율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도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입법학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의 입법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방법과 전망 즉 입법의 부담배분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종래 법원의 조례제정권 한계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일면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연성, 사후성 등 판례에 의한
법개혁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입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3) 자치법제 관리 측면 강화
자치법규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의 중점은 실체적 측면에 놓여져 왔으며, 절차적인
입법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는 관심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자
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앙자원과 노하우의 활용이 중요하게 된다.
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주민들의 행정 수준도 그에 상응하여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가
독자성을 가지면서 활발한 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과 경험을 중앙으
로부터 지원받는 기능보완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와 협상하고, 제반 사
회단체와 경쟁관계 또는 협력 관계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다고
도 할 수 있다.101)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 전체과정의 관리를 절차적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절차적 과
정을 나누면 입법과정,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자치입
99) Joseph E. Stiglitz,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1989, p58.
100) 앞의 주, 6면.
101) 헌법재판소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흥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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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한 입법사실의 현상 이해와 이를 위한 적절한 제정과정, 적정한 규범형식
즉, 조례사항, 규칙사항, 위임사항 등의 판단이며, 다음으로 중앙의 법제기술 매뉴얼
에 따른 입법기술의 점검이다. 추가로 지방자치 내부의 입법절차를 평가피드백하는
업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치법제의 관리시스템의 확립은 종래 비효율적, 통제적 관점을 벗어나서
상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형성적인 지방행정의 원활함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전체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본래 목표를 보다 민주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 현행 지원체계 개관
(1)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지원
정부조직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법제처는 법제업무의 총괄․관리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 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한 기능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102) 법제처가 자치
법제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서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라는 범주에 자치법규가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제처는 정부 수립당시부터 법령 심사. 해석. 정비 등 주요 업무 외에 기타 법제사
무로서 헌법 개정, 행정규칙 심사, 법령 홍보, 법제교육, 법제조사, 자치입법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정부의 어떤 부처가 자치입법의 지원을 담당할 것인가
의 이슈에서 그 외의 부서가 개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며 이에대해서는 후술한다.
현행 「법제처 직제」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도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
을 명시하고 있다.103)
2008년 말부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102) 정부조직법 제20조(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7년에 해당조항에 신설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10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법제업무 지원) ②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제교육 등 필
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법제지원 요청
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우너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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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제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등 필요
한 법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된 이후, 자치단체 공무원
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 사례 위주의 법제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한 자치법규 해석,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치법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통합하고 있다.104)

(2)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지원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105) 특히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틀과 제도를 형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면
서, 사무구분체계 개선 및 사무배분 연구.지원 등 자치법규의 대상이 되는 자치행정의
측면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제실무 측면에서의 지원기능을 담당
한다. 법제처의 자치법규의 입안, 제정과정에서 법적인 자문, 상담을 통한 자치법규의
입법기술 및 입법방법등에 대한 법적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이 그 핵심을 이룬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자치법규와 관련되고 있는 중앙부서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치의회의 운영,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자치입
법권의 확대 등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과 관리 측면을 주로 담당한다.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비추어 업무분장은 법률에 기하여 배분되어야 하며, 상호 권한
의 존중과 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입법’의 기능을 주로
지원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 경우에도 법제처의 법제실무역량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도 법제실무와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104) 2011년8월 광역자치체 조례는 약 50%, 기초자치체 조례는 약25% 통합.
105)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
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
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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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
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의 심사를 맡고 있는 법제처가 그 연장선상에
서 자치입법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무부서의 자치법규 지원
한편 자치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각 담당부서가 중앙의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세부적인 조문(안)으로 표출된다. 중앙의 소관부처의 표준조례 등 일정한 지
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 전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소
관부서는 표준조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무에 대해서 법령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시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례를 마련해주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리 용이하지 않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위임한계 일탈여부,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기타 자구체계 등을 다듬을 기회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
체장은 일정한 경쟁구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부처는 소관법령상의 조례위임사항을 법규화시키는데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표준조례이다.106)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능력이 있는 중앙의 소관부처가 나름대로의
세련된 표준조례를 제시하게 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부처의 입법능력 및
전문성을 초월하기 어렵고 표준조례에 숨어 있는 해당 입법의사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표준조례가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소관부처에 의해 제시된 표준조
례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조례를 만들기 쉽게 된다. 실제로도 전국의 수많은 집아
자치단체가 표준조례를 모방하거나 모델로 하여 그 표현이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조
례들을 양산하고 있다.107)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입법역량의 배
양이나 지역적 특색과 입법수요를 반영하는 자율적 지역규범의 형성을 저해하는 효과
가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

106) 조정찬,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8호, 2004, 42-43면
107) 문상덕,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정책법무의 확립,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1호, 2001,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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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자치법규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상설적인 지원시스템의 부재
자치법규가 위법하거나 해석·집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비
하고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자치법규의 품질제고, 법체계의 확
립 등을 목표로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를 중심으로 하는 상설적인 자치입법지원시스템이 확립될 필요
가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종래 중앙집권의 연혁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지방
자치제도 자체를 설계하는 보다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실무에 대
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관부처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입법기술이나 입법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방자치에 대
한 법제실무를 총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 20년을 넘어 보다 완성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
핵심이 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법제실무의 전문가들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상세하게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지원체계가 재구
성될 필요가 있다.

(2) 자치입법 지원구조의 이원화
중앙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총괄지도 감독 및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각 개
별 법령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관한 지도지원은 주무부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등에 대하여 소양이 있으나 개별 법령에 대한 소양은 자
기 소관 법령 외에는 갖추고 있지 못하며 주무부는 소관법령에 대한 지식이나 소양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자치법규의 의미해석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
법규에 대한 중앙의 지도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선 지방행정 수
행시 적용되는 법규는 중앙의 특정부처만이 아닌 여러 부처 소관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국가입법 상호간, 국가입법과 자치입법간의 규범조화적 법해석
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제처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 및 법령
상호관계 등을 잘 아는 해석기관의 지도ㆍ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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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범체계의 이해 부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입안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기초작업으로서 당해 조례의
필요성, 공익성, 실효성 등의 입법판단을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당해 조례안과 관련
국가법령과의 저촉 여부, 즉 형식적 허용성 내지 실체적 정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는데,10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방식이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에의 해석에서 공익 상호
간(지방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의 이해조절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110)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조례안이나 규칙 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경우 재
의요구를 하거나 법원에서 그 자치법규의 적용을 거부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
한 답을 얻어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중
앙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으로 비칠
소지를 예방하고 또한 재의요구지시 등으로 인한 절차상의 번잡도 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상위법 위반 자치법규의 제정은 자치입법권 행사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사
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
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묻기를 꺼려해서 법제처에 물어 왔을 때 법제
처도 이를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111)

(4)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 해석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운영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치법규 제정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문을 들 수 있
다. 즉 자치입법절차에 대한 의문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운영하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해답을 제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잘 모르는 경우 또는 다른
부처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하여 해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1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앞의 문헌, 36면.
109) 문상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113면 참조.
1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앞의 문헌, 37면.
111)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상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을 할 권한이 없기에 나중에 소관부처에
서 법제처와 다른 태도를 취할 때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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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데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하여 잘못된 해석을 한
다는 불신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점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들에게 질의할 경
우 불친절하고 오래 걸린다는 불평도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제처에 질의하여 해결하
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상의 절차를 지키기만 하면
법제처가 회답을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해석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관 중앙부처도 사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데 인색한 편이다. 자
치법규의 상위법 위반여부는 고도의 법적 지식을 요하는데 소관부처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주기는 어렵다.112)

(5) 법해석 및 입법기술에대한 인식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해석권을 포함시키려는 논의는 최근의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권은 그 성질상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갖는 권능이라기
보다는(자치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의 자치권능과는 달리), 다른 권능 행사의 전제
로서 ‘법해석에 있어서의 1차적 법해석권’을 의미하는 것이다.113)
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보유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합헌ㆍ합법적인 국가의 법령에는 구속되지만, 그러한 법령은 동시에 지방자치의 이념
에 근거하여 해석ㆍ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4) 이러한 1차적 법해석권은 지방자치
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
는 행정기관은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그 집행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스스로
의 책임과 판단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115)
그런데 이에 대한 법해석권에 있어서 개별분야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력을 받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법무부 산하에 정부
법무공단이 설립되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지방에는 이러한 조직이 없어 결국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의
조력을 받을 길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112)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학자·변호사로 구성되는 10여명의 입법·법률고문제도를 시행하여 조례 제·개
정이나 상위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그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참조.
113) 여기서 ‘법해석’이란 지방행정작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가 법령을 적용하는 것과 이에 더
하여, 그 적용을 위해 자치입법작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가 법령의 취지ㆍ의미 등을 파악하
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같은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권에서 ‘법해석’을 ‘법의 적용’과 ‘법의
해석’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문상덕,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정책법무의 확립,
107면 참조.
114) 兼子仁, 自治体行政法入門, 2008, 96頁.
115) 문상덕, 앞의 논문,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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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지방의회 등은 자치법규를 제정하지만 입법기술의 미비 등으로 불명확한
자치법규 생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치입법은 입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
으므로, 규범내용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을 채택할 것인가, 특히 일반조항, 불
확정개념 관련하여 일반적 규율/한시적 규율, 조건프로그램/목적프로그램, 규율밀도
와 강도, 규율수단의 선택, 규율등급의 선택, 위임범위의 확정 등이 문제되는 ‘입법방
법’과 입법자가 입법자의 원하는 의도를 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일련의 기술(Technik), 즉 어떻게 표현하는가와 관련하
여 소관사항의 원리, 체계성의 원리 등을 다루는 ‘입법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116)
자치법규의 문언적 의미에 대한 의문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경과규정 등 입법기술
적 내용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이미 제정된 자치법규에
대하여서도 발생하지만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원래 자치법규를 제정한 당사자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심
사한 집행부 직원들 스스로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위
치에 놓여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입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 특
히 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처에 물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117)

116)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학입문, 2010,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11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앞의 문헌, 3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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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임(필수)조례 제정촉진 등 중요사항 검토
: 정부지원체계의 구축에 있어 규범적 쟁점

1. 위임조례 중심의 자치법규와 표준조례제도
(1)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중 조례입법권은 본질적이자 핵심적 권능에 해당한다. 지방자
치도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례가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례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입법권의 규범적 근
거인 헌법 제117조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가 있는 것으로, 이 조문 단서에 대하여는 위헌의 논
의가 있으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모두 이를 합헌으로 보고 있는바, 법률유보원칙
은 조례제정의 규범적 한계로서 현실적으로 기능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치법규는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임조례 위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는 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규칙제정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
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규칙도 자치입법의 일부로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치사무에 대하여서도 이미 국가의 법령단계에서 구체적인 사
항을 상세히 정해 놓은 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게다가 헌법상의 제한에 추가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
에 의하여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현실상 조례의 규율
사항은 많지 않다.
즉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의 입안기능은 자치사무든 국
가사무든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고 아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집행기관적 성격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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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제상 자치입법의 규범적 한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외에도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
계라는 제명 아래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적
한계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등 자치법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사
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배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상호간에 충돌
될 소지는 이론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입법실익이 적은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입법에 관한 보고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
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조항은 자치법규의 입법현황을 파악하기 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임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을 보충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국가에서 이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 규범적 의미가 있다. 반면 보고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 차원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
기도 한다.

(3) 표준조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표준조례제도의 문제점
과거 지방의회의 구성이 보류되고 지방자치가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 자
치입법은 조례준칙을 당시 내무부가 제정·시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명만
집어 넣어 시행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에도 표준조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자치법규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조례를 연혁상으로 살펴보면, 1990년을 전후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시·도의 경우에는 내무
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여기서 ‘법해석’이란 지방행정작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가 법령을 적용하는 것과 이에 더하여, 그 적용을 위해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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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작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가 법령의 취지ㆍ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
미하게 된다. ·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시기
에는 조례의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상급관청이 조례안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
고 전국적인 행정통일을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사전에 조례준칙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
치단체에 시달하고 국가가 임명하여 내려 보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준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을 기입하여 상급관청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규
칙의 경우에도 통용되었다. 이는 결국 조례입법권을 포함하여 자치입법권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처사로서 굳이 조례의 형식으로 법규를 제정할 이유가 없었고 절차상의
낭비만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후에도 이
러한 폐습이 표준조례라는 형태로 바뀌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
지가 있다. 표준조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임조례가 대부분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 별다른 여건상의 차이가 없어 위임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
질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인 조례입법권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표준조례제도 하에서는 각 관련 부처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더라도, 표준조례는 종전의 조례준
칙처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조례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표준조례와 달리 정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내용이어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거나 대법원에서 무효로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대로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며, 심
지어는 표준조례안이 작성될 때까지 입법을 보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표준조례의 법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
155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
언·권고 및 지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으로부터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교부세 운영
및 정원 조직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표준조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현실상 표준조례의
순기능도 있는바, 표준조례의 운영실태나 기능을 재검토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정부지
원체제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하게 할 여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살릴 여지를 주기
위하여 조례에서 일정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그 조례의 제정에 참고하도록 표준조
례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있다. 표준조례는 통상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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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건설관련 조례의 경우처럼 관련 협회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문성
도 살리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인상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이나 실제 운영상으
로는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표준조례에 기재된 사항을 그
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모두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118)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조례를 시달하
고 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하는 경우 등도 있으나, 이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령
의 규정을 조례로 대체하면서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사항까지 조례의 대상
으로 한데서 비롯된 것처럼 입법정책상의 과오에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어쨌든 지방별 특성을 살리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표준조례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표준조례대로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의요구지시를 하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굳이 표준조례와 달리 정할 경우 어떻게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보려는 의도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법규에 대한 정부지원체계의 하나로서 표준조례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표준조례제도의 개선방향
본래 표준조례는 주로 위임조례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자치조례의 제정은 지
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조항에 의하여 사실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결과, 자치입
법권은 사실상 위임조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그 결과 표준조례는 자치입법권
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이른바 규제적 사항을 정한 조례만이 법률
유보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조장적 사항, 즉 보조금의 지급 등을 규정한 것들은 주민
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법률유보와 무관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른바 독창적인 창의조례의 제정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창의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여건을 가
진 지방들이 많아 하나의 창의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모방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례입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118)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에 관한 표준규칙처럼 법령에서 직접 규
정할 사항을 억지로 규칙으로 정하게 하여 일부 지방에서 조례제정을 시도하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라든지, 종전에 규제개혁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규율하던 사항을 자치법규 규율대상으로
이관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선박안전검사기준을 조례로 정하도
록 하면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조례를 시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례, 옥
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광고물의 종류별 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표준조례를 가지고 전국
적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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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유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불확정개념인바, 창의조례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혜를 베푸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들은 그것 역시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오늘날은 침해유보설을 따르는
견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유보원칙은 자치입법 중 이른바 자치조례의 제
정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대부분의 자치입법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하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제상 제한된 범위에서만 조
례제정권이 인정되며, 그나마 조례제정권을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도 조례로 제정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표준조례라는 명목으로 시안을 내려 보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표준조례제도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입법상
의 비능률과 낭비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반면 - 현행법제의 입법론적 문제점은 논외로 - 현행법제상 위임조례는 자치입법권
의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법률유보원칙에 의하여 자치조례의 제정이 극도로
제한된 현실에서 그나마 자치입법을 활성화시키려면 위임조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즉 법령에서 어떠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대신 조례로 위임하게 되
면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리게 되고 조례제정건수가 늘어나 조례입법권을 신장시키게
된다.119) 즉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대신 조례로 위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자신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지만, 반면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정책방향과 어
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위임조례에 대하여 마저도 인색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임조례는 본질상 자치입법권의 성격에 커다란 변질을 가져온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위임조례는 자치법규로서의 성격보다는 국가법령체계에서 하위
법령의 영역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상위법령에의 위배여부 등에 대하여 까다로운 통
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조례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위임조례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조례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의 본질에 충실한 입법형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위임조례 및 이에 대한 표준조례제도

119) 최근의 사례를 보면 관광진흥법에서 콘도미니엄운영업의 업태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면서 주택으
로 변칙 분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수의 공동이용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이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주택과 유사하게 분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단독이용까지를 허용한 것과 이를 본받아 여수해양박물관 시설의 사후활용의 일환으로 콘도이
용형태를 조례로 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들 수 있다.

- 159 -

에 있어서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령, 지방별 특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 두거나 다양한 유형 또는
복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표준조례의 각 조문별 해설을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거나 조문 형식으로 된 표준조례 대신 개조식으로 조례
제정시 유의사항 정도를 알려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입법을 하거나 여
러 안 중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동시에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입법능력을 보완하고 정부의 입법의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을 꾸준히 제고시키
는 것인데 표준조례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생생한 사례중심의 텍스트로 활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0)
아울러 자치입법 활성화를 표준조례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에서 탈피하려면 위임
조례보다 표준조례가 개입하기 어려운 자치조례의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
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상의 문제인바, 이를 위하여서는 조례입법에 대한 지방
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은 제약을 완화시켜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2. 국가의 지도와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및
그 권한배분에 있어 출발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중앙집권구조 하에서와 같이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 지방자치권
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피동적인 지위에 설 수
밖에 없게 된다. 반면 양자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이해하는 경
우 지방자치권의 보장은 국가로부터의 은혜적 배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몫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의 회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국가 전체조직에 있어
본질적인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사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내
120) 최근에 발생한 이른바 SSM규제조례사건은 국회의 입법의도가 집행과정에서 무력화되고 각 기초자
치단체가 앞다퉈 마련한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자치입법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으며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법
제처가 조례안 사전입안 지원업무를 시험적으로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의 아쉬움을 더하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시·도에서는 사후에
표준조례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명쾌한 해결을 보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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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그에 유사한 지위에서 국가와 대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국가
“부분”으로서, 행정구성에 있어 국가의 하부 차원의 것이나, 다만 이들은 각각 고유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12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의 한 형태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며,
수직적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는 고유한 행정주체인 결과, 국가와 비견되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부터 완
전히 독립된 권력구조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결국 국가권력을 전제로
이에 대한 분권의 의미로 이해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없는 국가법질서 내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에 완전히 종속된 하부행
정기관일 수도 없는, 그 사이의 중간적인 형태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중간단계
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의 문제는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
및 가치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 할 것이다.122)
이렇게 본다면, 지방자치권의 전래적 성격과 별개로,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
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협력하는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국가의 정책적 의사 여하와 무관하게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이념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권한의 배분 및 보장은 지
방자치의 영역에서 헌법규범의 실현, 즉 지방자치의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입장은 여전히 국가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이념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123)
121) 조성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공법연구 제36집 제2호(2007.12.),
41면.
122) 조성규, 위의 글, 42면.
12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표준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고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주민으로서의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규정은 조직규범으로서 그 수범자(受範者)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이고, 청구
인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이다. 지
방공무원 정원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음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열악하여 불편
을 겪을 수 있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관점에서 그러한 불편과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며,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
나 진지성의 정도 및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청구
인들의 자기관련성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1. 1. 18. 00헌마149 전원재판부)고 보
고 있는바, 고시에 대한 규제의 허용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로서 상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이 결정에 있어 보충의견은 “이 고시에 규정된 내용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인천 부평구)는 중앙정부(행정
자치부장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화공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의 관리권자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
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공시설은 특별히 공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일
반 행정구역에서도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시설
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공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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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
사상에서는 물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
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한 장을 따로 두면서 여러 가지 제약
을 가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9장은 국가의 지도·감독이란 장의 명칭에서 보듯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국
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역시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같은 지위에서 지
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
즉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다르다. 전
자의 관여는 비권력적 간접적 방법에 의하고 최소한의 관여에 그쳐야 하는 반면, 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의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다 직
접적이고 강제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
가 없고 국가의 지도·감독도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국한된
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본래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 표현된 자치사무를 분담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헌법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면 자치사무에 관한 국가의 관여는 비권력적인 보
완 내지 조정·협동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치입법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입법학 내지 입법기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법조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행정부에 속한
법제처와 국회사무처 등에서 과거의 방식을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법제처와 국회사무처는 각각 별도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이에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공시설의 관리권자는 일반 행정구역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관
련 법규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수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공공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공시설의 관리권자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8.27. 96헌라1 전원재판부) 고 판시함으로써, 국
가의 일방적 조치의 우월성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도 반대의견은 “청구인이 시화
공단내의 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수지균형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5년간에 걸쳐 729억원
(연평균 146억원)에 달하는 예산상의 재정부담을 하여야 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공시설을 재
정지원도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귀속시킨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
113조에 의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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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입안과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빚은 법령의 전문개정시 종전 부칙조항의 이기
(移記)여부에 관한 것도 논리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법령입안심사시 관행으로 정착시
킨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법적 효력을 인정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특수한
정황을 들어 이러한 법제처 등의 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기관 사이는 물론
국민들의 사법적 구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입법기술은 이처럼 법규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방
자치단체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에 조례 등 자치법
규의 입안 및 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입법능력의 향상을 위한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나,124) 결국 법제처나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실무 내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꾸준한 지도·지
원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법제처가 최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입안지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각 부
처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법제처는 자치법규에 대
하여서도 사전입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까지 신설하여 운영하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제교육원 설립도 법치국가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법률적 소양을 기르고 특히 송무 위주의 우리 법조문화에
서 입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시급을 요하며, 법제교육원이 설립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현재의 의정연수원을 강화하여 입법교육원을 설립하고 대학원대
학의 지위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국회업무와 지방의회업무가 유사
성을 갖는다는 점과 국법질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24)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이들이 종전의 송무 위주에서 벗어나 입법분야
에도 진출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의 커리큘럼이나 변호사시험과목에 입법학 내지 입법실무에 관한 부분이 크게 부족하며 또한 지방자
치단체의 입법사무의 양이 적어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 163 -

3. 국가법질서 체계상 하위법령으로서 조례의 관리 강화

(1) 조례의 적시 제정
우리나라는 국가경영의 중요사항이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사항은 원칙
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현대행정의 복잡다기함과 신속
한 의사결정 그리고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의 위임입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헌법이 원래 예정한 법규명령에의 위임 외에 여러 가지 다양
한 위임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즉 고시나
훈령으로의 위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선거 및 정당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
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자치와 관련
된 사항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들은 그 법적 성질이 모두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
률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일부를 이루어 상호간의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동시에 하위법규에 위임한 사항이 제때에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하위법규의 완비는 국법질서유지의 관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현실을 보면 대통령령 등의 경우에도 법률이 공포·시행되기
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률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며, 법제처
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2조125)와 그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126)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며, 법령의 적시제정을 규범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125)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
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
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
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126)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
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
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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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치법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법률의 시행시기까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지연되지만, 조례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구역에서만 시행이 지연되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조례의 적시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 과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
합할 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많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과 규제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입법을 지연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에서 이견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률의 시행일까지 조례
제정이 완결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나왔고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생
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법의 시행지연으로 막대한 불편과 손실을 겪은 바가 있다.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 학회나 협회 등을 통하여 표준조례도 제시하는 등 노
력을 기울였지만 조례의 적시제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
해 일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치입법을 신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하되, 법률
시행일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부칙이나
별표에서 그러한 조례의 공백을 보충할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2) 위임조례의 통제
위임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가 준수
되어야 하는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처의 기능 중의 중요한 하나도,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의 심사 외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추출하여 시정
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법률안의 심사단계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어떻
게 정할 것인지를 미리 가져와 함께 심사함으로써 혹시 상위법령에서 해결하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피도록 하고 있다(위 시행세칙 제12조 참조). 그러나 각
부처에서는 법률안 입안시 부처간 쟁점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시간을 벌고자 하
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시 하위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나중
에 하위법령 심사를 할 때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하거나 하위법령에 담을 수 없
는 사항까지를 담고자 하여 법제처와 제안부처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
따라서 조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 조례는
법제처의 하위법령심사처럼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일단 조례입법이 완료된 후에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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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지시 또는 대법원 제소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미리 쉽게 방지할 수 있
는 규범적 문제들도 중앙과 지방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집행부와 지방의
회간의 갈등 및 사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례의 경우 행정안전부나 주무부처에서 사후에 조례의 내용을 검토
하여 통제를 가하는 것보다는 법제처 등 입법전문기관이 사전에 입안을 지원하고 내
용을 검토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게 필요하다.
한편 조례로 위임한 사안에 대한 사후적 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
령 심지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행정입법을 사후에 통제하는 것
을 강화하기 위하여여 국회법 제98조의2127)가 마련되었는데, 조례의 경우에도 그러한
입법취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가 위와 같은 국회법 조문을 신설한
것은 독일 헌법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사후승인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행
정부에서는 동 조항의 위헌성까지 거론하지만 어쨌든 동 조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서도 위임조항을 제공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받
아야 하는 문제도 대두될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조례는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준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통제의 문제에 있어 국가의
행정입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

4. 입법평가와의 연계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는 아직 입법평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 대한 입
법평가와 아울러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의 주체인바, 입법평가에 있어서도

127)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
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
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
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
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
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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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필요하다.
입법평가는 학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주도
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법령의 수범자인 국민들이 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
어지기도 하는데, 학문적 관점의 입법평가는 논외로 하고 국가 주도의 입법평가를 할
경우 당초 입법을 주도한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담당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평가담당기관이 문제가 되며, 국민들이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긴요하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는 제2부에서 다루는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과도 연결되는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객관적 평
가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과 평가능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이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결국 주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불만을 체계적으로 수집·대응하고 자치법규 집행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피드백 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가
상당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 중앙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
자치입법권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및 일정한 관여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중앙정부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인데, 지금
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보면 지방자치 복원 초기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담당한 구 내무부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주무부장관의 권한에 속
하는 사항까지도 지금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능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128)
이러한 문제점은 실정법제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
구제도를 4개 조문으로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08조129)에 의한 재의요구는 재의
128) 하나의 사례를 들면 재의요구 이후의 조례안 처리를 놓고 구 내무부는 이를 반드시 재의에 부쳐 재
의결을 하든 폐기를 하라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처리시한까지를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국회와 정부 사
이의 재의요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원안은 방치하여 자동폐기시키고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얻어진 대안을 새로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해
소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129)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
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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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하여도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
로 집행부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등 지방자치법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자체에도 미비점이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및 지
원을 누가 담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도 법령
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재의요구지시나 대법원제소 등 자치법규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임조례의 경우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일반적인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보완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법규명령은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법성을 확보하는 반면, 입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갖지 못한 주무부장관 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법체계를 확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종전부터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법제처의 예산을 들여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배양
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최근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보완하고 법제처 직제에서 자
치입법지원을 전담하는 과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는
바, 바람직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임조례 등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을
제정·제공할 때 미리 법제처의 조력을 받게 하는 것도 매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현재의 지방자치법제는 국가의 관여·감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기능을 대신
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자치법규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
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
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하의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라는 법리적 측면에서는 물론,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라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제를 전제
로 하는 경우에도 결국 시·도지사들은 자치법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안
전부나 주무부는 물론 법제처 등의 조력을 받을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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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입법 현황 파악을 위한 시스템 마련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이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자치입법에 대한 현
황파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입법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규정된 보고의무인데 이는 위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보고자료는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통제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
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이 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경쟁력지원과장의
업무로서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모두 관장하지 못하고 있어 약 50개 지방자치단체가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위임조례의 경우 모법인 법률 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제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30조130)가 마련되기 전부터 국가법
령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모든 국가법령과 행정규칙까지를 실시간으로 전자법령정보 형
태로 제공하여 우리나라 법치문화와 법치행정의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등 상호간에 관련조문들을 한 눈에 검색할 수 있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일반화에 맞추어 현재는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자치법규의 경
우는 행정안전부와 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조미진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자치법규가 늘어나고 그 역할이 커질 때를 대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방은 물론 자기가 관심을 갖는 지방의 자치법규까지도 상위의 법령과의 관련
속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대
130) 제30조(법제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추진, 의원
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 통일, 법령정보(훈령·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그 밖에 법령의 집
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합관리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
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
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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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체계로서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자문이나 상담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시급
한 문제인바, 이 분야에서 관련부처 기관간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7.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의 존중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지만 우리 헌법에 의
하여 보장받는 제도적 보장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의 핵심을 이루는데 그중 조례입법권이 가장 중
요하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를 규율할 법규를 정립하는 권한인 조례제정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를 배분하면서도 자치사무에 대
한 법적 규율은 대부분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입할 여지는
넓지 못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위시한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직접 관여·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이를 통하여 조
례에 대한 엄격한 사전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조례입법권은 현실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는 물론 공익을 해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불응할 경우 법령위반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재의요구지
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대법
원에서 당해 조례안의 집행정지와 무효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조례안은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안 무효확인제도는 기능적으로는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와 유사한 측면
을 갖지만,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는 우선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여 위헌결정 또는 불합치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 즉 특정 법률조문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 그 위
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부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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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경우는 역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대법원이
상위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헌법이
나 법률에 위배된 조문은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당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하는데 그
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와 비교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무효확인제도를 보면,
이는 조례로 제정되기 이전 상태인 조례안에 대한 사전적 통제이며, 일반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등 상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문제
를 제기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을 통하여 당해 자치법규를 완전히 실효시
키는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초창기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법질서의
체계 및 통일성을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자치입법을 신장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자치입법의 규범성 정착에는 기여
한 바도 있지만 국가법령의 경우에 비하여 자치법규가 지나친 규제위주의 간섭을 받
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어쨌든 자치법규에 대한 규범통제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국가는 무효
로 확인될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사전에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입법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권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고적 성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가급적 자
치입법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나중에 대법원 등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사전자문을 해 준 책임을 끝까지 다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
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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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법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 자치법규 지원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기존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을 위한 제반 제도들은, 자치법규
의 적법성 확보, 자치법체계의 질서 확립, 국가법제 개편 내지 규제개혁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주로 통제중심으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
하고 이를 충실히 실현하는 차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치법규 지원체계는 자치법규에 대한 통제와 제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관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을 존중하
고 이를 실현해가는 차원에서 균형 있고 내실 있게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임조
례의 적시적의 실현을 위하여 활용되어 온 표준조례의 문제만 하더라도, 종전의 관행
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그 부작용을 우려하여 표준조례의 시달을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입법능력을 보완하고 정부의 입법의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
토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것은, 중앙 소관부처 등에서 표준조례를 통하여 법령의 입법취지나 위임의 의미,
기타 조례수립기한 등을 지자체에 명확히 알리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
별 특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 두거나, 다양한 유형 또는 복수의 기준
을 제시하여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각 조문별 해설을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
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거나, 조문 형식으로 된 표준조례 대신 개조식으
로 유의사항 정도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입법활동을 하
는 데 있어 다각적인 편의와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지
원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조례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오해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전적․유기적 지원체계의 확립
지방차원에서의 규제 체감도의 개선 및 국가 시책의 적시 시행의 확보, 적법하고
타당한 자치법규의 제․개폐를 통한 지역정책의 자율적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 제거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사후 보완
뿐 아니라 자치입법의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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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시스템이 중요하다. 국가시책의 자치법규에의 반영,
법령과 자치법규의 연관성·연동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준수사항 규정,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소관 부의 제·개정
사항 공식 통보·안내,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의 표준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 법
규안 입안관련 설명회 또는 질의응답시스템의 활성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상황의 모니터링 유지, 지방의 구체적 입안·심의과정에의 참여·협력, 다른 선진국 내
지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조례 등의 수집·전파 및 벤치마킹의 장려 등 자치입법
을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거나 사항에 따라서는 지원의
무를 설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고 융합하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입안단계에서 의결, 집행, 사후평가에 이르는 전체적인 절차에서 관련부처
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상위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
다 향상시키는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추구하여야 할 수 있다.

(3) 자치법제인프라의 확립과 활성화 제고
나아가, 자치법규 선진화의 토대가 되는 자치법제인프라 즉, 지방의 법제·법무전담조
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성화,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등에 대한 자율성 확대, 법제담
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 교육(법관련 전문연수 내지 교육, 국
내외 교육 내지 유관기관에의 파견교육, 지자체 내부 자체 연구조직 내지 내외부 협력
조직의 활성화 등)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자치법규 지원시스템의 제안
(1) 법령 변동상황에 대한 사전통보제도 도입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사무 및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에 수반하여 법령에 의한
조례 위임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상 하위법령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위임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별도의 개별적인 사전통지절차 등은 확립
되어 있지 않다. 즉 상위법령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그에 맞추어 법령상의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연계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
체는 조례 제․개정 내지 폐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거나 의무적으로 제․개정, 폐지하
여야 할 사안을 제때에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필요한 입법 부
재나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 입법예고과정 등에서 조례 대응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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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나 조례에의 위임 여부 등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해 법령안이 공포될 때
까지도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법제
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령 개폐로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거나 조례 신규 위임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즉시 입안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주
관 업무부서와 법제부서에 공식 통보하여 인지․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보
제도는 정부 법령안 사전 심사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접수하
는 법제처가 총괄․관장하면 될 것으로 본다.

(2) 국가-지자체 연동 통합 법규 온라인시스템의 구축
자치입법을 선진화 내지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체계
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재의 자치입법 보고의무제도(지방자치법 제28조)131)를 활용하여 국가는 자
치법규의 전체적 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동결과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제도는 자치법규의 입법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은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 차원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또한 위임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을 보충․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통해 확보되는 자치법규 자료를 종래와 같이 현황 파악과 사
후 통제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관한 종합 법규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자치법규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조 미진으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법
규가 늘어나고 그 역할이 커질 때를 대비하여 국가나 지자체, 일반 국민들까지 관할
지방은 물론이고 관심을 갖는 다른 지방의 자치법규까지도 상위의 법령과의 관련 속
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지자체 연동 통합 법규온라인시스템이 확립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치법규 입안 뿐 아니라 입안관련 자문․상담 지
원 등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추
진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다.

131)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자치입법에 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
부하여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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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132)(산하 법령정보관리원이 현행화 담당)
와 행정안전부(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용)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133)이 각각 자치법규에 관한 원문정보 중심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향후 양 시스템의 연계 내지 통합이 요망되고, 이러한 통합 법규온라인시스템에서
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원문제공이 누락된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데이터를 모두 관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위임조
례 등의 입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모법인 법률의 관련 조항과의 연계검색 등
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법령연
혁이나 제안이유, 신구 조문대비표, 조례-규칙 등의 2단 비교 자료 등이 각 법규별로
부가서비스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134)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은 의안원문, 제안이유, 최종결정문 뿐 아니라 심의과정 중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심의단계별 회의록 등이 모두 제공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안 초기과정부터 최종 성
립과정까지 관련되는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단순히 법규안의 제안이유와 최종결과물로서의 법규원문만을 제공해서는 그 검토,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이 되고 어떠한 논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
종 법규로 성립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 자료가 종합적으로 제공
되는 온라인시스템이 확립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생산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3. 정부부처 간 지원 분담 및 협업체제의 구축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추진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
은 부차적 내지 보조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제
능력과 여건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 단계에서의 정부의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자치법규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각 주무부처들은 법령 관련 조례제정지침이
나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 있고, 법제처는 법제총괄부처로서 자치법규 해석 및 입법
관련 지원,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보고징수 및 총괄
관리, 자치입법제도 개선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13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133) 자치법규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http://www.elis.go.kr/
134) 국회의안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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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제지원의 중심부처인 법제처, 그리고 각 주무부처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치법규의 지원과 관련된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네크워크나 협력체제를 운용할 필요가 크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등에 대하여 소양 및 전문성이 있으나 개별 법령
에 대한 파악과 전문성은 자기 소관 법령 외에는 갖추고 있지 못하며 주무부처는 소
관법령에 대한 지식이나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자치법규의 의미해석에 대
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의 지도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선 지방행정 수행 시 적용되는 법규는 중앙의 특정부처만이 아닌 여러
부처 소관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국가입법 상호간, 국가입법과 자
치입법간의 규범조화적 법해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제처와 같이 지
방자치법과 개별법령 및 법령상호관계 등을 잘 아는 종합법제전문부처의 지도ㆍ지원
이 필요하게 된다. 지원업무의 핵심이 법제 내지 법규 입안․관리와 관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제관련 인프라와 축적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제처가 그 중심적이고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는 것이다.135) 실제 법제처는 그동안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입안 중인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 여
부와 입법기술상 의문 등을 자문해 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136)를 시행해 왔고,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공무원 법제전문교육(2011년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8,470명 교육)을 활발히 시행하여 왔고, 그 외에도
자치법규 포럼 개최(2011. 11., 2012. 6.),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집 발간(2011. 9.),
자치법규 입안지침 및 판례 분석서 발간(2012. 3.)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 관련
법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다. 게다가
2012.8.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제처 내에 자치법제지원과가 신설됨으로써
자치법규 지원 중추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최고법제행정기관으로서 법제처갑 보유한 행정, 경제, 사회문화 등 제 분야별 법
제전문능력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분야와 내용
의 자치법규의 입안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 수준의 지원과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
다. 먼저 법제처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등 제 분야별 법령해석능력과 경험 등을 바
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각종 자치법규의 집행, 처분, 사업수행, 분쟁 해결 등
에 요구되는 법규해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법제처의 법제전문능력과 법제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법제․법무공무원 뿐 아니라 주관 업무부서, 의
회사무국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법제교육이 가능하고,
135) 2012.8.1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제처 내에 자치법제지원과가 신설된 일은 이러한 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136) 법제처 의견제시제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옥무석․최승원 외 2인, 앞의 법제처 연구보고서,
2011.7, 43~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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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운영하는 법제․법령 관련 각종 온․오프라인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제업무프로그램이나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
축·정비에 법제처의 기존 노하우를 제공하는 지원기능도 가능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점검․정비 촉진 및 지원
수많은 법령의 제․개정이 수시로 발생하고 조례에의 위임조항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실에서 기존 자치법규들의 정비 필요요인들도 다수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법
령 제․개정 결과 자치법규 반영 미흡, 관련법과 자치법규 간 체계 및 내용상 부조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주민 불편 내지 기업 애로 초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
나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법규의 방치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자치법규는 전체 국가법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동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골간이 되고 행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최신의 내용
이 상시 업데이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체계․법이론의 측면에서도 미비점이나 결함
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점검․정비가 필요한 요인들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자율적으로 점검․정비할
의사나 여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 자치
법규를 일제 점검․정비하도록 장려․촉구함137)과 동시에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경비의 일부나 전문인력,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하여 중앙 정
부는 미리 수요를 파악하여 경비지원 예산을 편성해 둘 필요가 있고, 일제 정비를 위
한 지자체 내 정비계획 실시 내지 특별기구 설치 시에는 요청에 따라 법제처 등의 법
제전문인력의 파견이나 외부 전문가 지원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 정비에 필
요한 전문노하우나 입법기술, 법제정보 등에 관한 입법지침서(실무매뉴얼)이나 참고자
료, 데이터 등을 발간 내지 제공함으로써 다각도로 조력할 필요가 있다.

137) 장려와 촉구 등을 통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자치법규 점검․정비에 나오는 것은 무방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사무
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 되어 법제도 내지 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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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입법 관련 법제교육 지원 강화
(1)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법치행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교육 자체가 충
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현재의 법교육은 교육기관 내지 교육주체
별, 대상 직위별, 교육과정별로 다양한 법률과목이 여러 교육과정에 산재되어 있거나
유사법률과목들 속에 법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혼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각 기관에
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과정 중의 일부 과정의 교과내용에 관련 법률과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무행정과정 등 전문적 법무교육과정이 일부 별도로 운영되는 정도이다. 그
외에 해당 교과목명에서는 법 내지 법률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당해 행정분야나 문제
사안과 관련되는 행정관리실무적 과목 즉 유사법률과목들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교과목명만에 의해 법률과목과 비법률과목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법무교육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교육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직까지 책임 있는 기관
의 공식적인 보고나 통계가 제시된 적도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법적 소양과 법지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행정
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관점 자체가 그동안 별로 인식되거나 공유
되어 오지 못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임용시험에서건
임용 후 재교육에 있어서건 개별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 공직생활을 수행해 가면서
직위별ㆍ분야별ㆍ단계별로 어떠한 내용과 수준의 법교육이 요구되는 것인지, 이를 위
하여 어떠한 체계적 법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진단되고 설
계되지 못하여 온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도 법적 소양과 지식에 대한 측정은 미약한 수준이다.
예컨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행정직)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201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행정직)138)
138) 출처 : 2010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2010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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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렬‧직류
행 정

세 무

직급

시

험

과

목

일반행정
(장애인, 저
소득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지 방 세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행
정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저
소득 포함)

직

전

사

산

서

전

사

산

서

이를 살펴보면, 채용인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의 행정직렬ㆍ사회복지직
렬의 7급에 헌법·행정법, 9급에 행정법총론 그리고 세무직렬의 9급에는 지방세법이
시험과목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바, 법률과목은 그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들 과목의 시험방법도 원칙적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에 의한다. 그나마 행정직 이외
에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과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
한 경향은 서울특별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의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향후 지
방행정의 중위직이나 고위직까지 진출하여 행정의 현장, 중간 및 고위직까지 직접 담
당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139) 이들에게 요구되는 법
률시험과목이 오직 행정법총론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9급 공무원은 임용 후 내부승진 과정에서도 시험 등 별다른 법지식의 점검을 받지 않
고 있으며(심사승진),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 시에 그 내부
자격이수시험에서 행정법총론이 객관식시험으로 체크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법교육이 계획적․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
어지지 못하다 보니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법적 소양이나 기본적인 법전문성(법규해
석능력, 법적용․집행능력 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자치법규의 입안․심의와
같은 보다 전문화된 법제지식이나 능력을 기대하기는 더 더욱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기본적인 법무교육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한 단계 높은 법제전문성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시대에 자치법규의 선

139) 선정원, 직업공무원의 법지식의 개선과 법집행의 합리성 증대, 공법연구 제28집 2호, 2000,
386-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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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시급히 대응하여 구체적, 실천적으
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2)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제교육 지원 강화
자치법규 선진화의 과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과제이지만 중앙 정
부의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자치법규의 선진화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핵
심적 역할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적 소양과 법제 전문성을 향상시
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법제처 등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여 법제교육이 이루어져 온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발
전적인 법제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독립된 법제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
닌가 한다.
비록 최근 관련 부처의 의견조정 실패로 법제처 산하의 법제교육원 신설계획은 일
단 무산되었지만,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처 산하에 독립적인 전문법제교육기관
이 설립되어 중앙정부의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공무원과 일반 공무
원,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의회 의원들까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치법
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독립된 전문법제교육기관이 설립,
가동될 경우 현재 법제처 내 1개 팀(법제교육팀) 수준으로 운영해 오는 법제교육프로
그램들이 양적 측면에서나 질적 측면 모두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설계되고 운영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국회의 일부에서 그 신설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입법교육원 역시 향후 신설되
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 의정․입법교육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의 지방공무원의 교육
훈련은 원칙적으로 시․도별 “지방공무원교육원(지자체에 따라서는 인재개발원으로 改
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140) 이러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법제교육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훈련은 원칙
적으로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전문교육훈련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이며, 기타 교육훈련은 전 2자에 속하지 아니한 교

140) 5급 이상의 고위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에서 교육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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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위 각각의 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
훈련)은 그 대상과 단계 내지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예컨대 기본교육훈련에서는 신
규임용후보자 등을 위한 법제 내지 법이론에 관한 기본적 교육프로그램을, 그리고 전
문교육훈련에서는 법제인력의 양성과 기존 법제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심화된 법제교
육프로그램, 기타 교육훈련에서는 필요에 따라 특화된 맞춤식 법제교육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지방공무원들이 단계적․체계적으로 법제전문인력으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양
질의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제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
의 관심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의 위와 같
은 법제교육프로그램의 설계나 운영, 소요 경비 등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도 보다 깊
은 관심을 갖고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종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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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면서 국가시책, 법령 개선 등과 자치법규의 연동·유기적 체계
성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자주적인 입안·운용능력의 개선, 자치법규
의 체계·내용구성·법규의 질적 수준의 제고 등을 통한 자치법규의 선진화가 절실해지
고 있다.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을 반영하는 시차가 발생하여 규제개선의 체
감도가 저하되므로, 제도개선의 지방확산의 방사효과를 확대시켜 급변하는 지방자치
의 환경에 대한 자치법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한 요청사항을 토대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정의하고, 그 요
소를 자치법규 선진화의 측정 기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실질적 지방자
치를 위한 자치입법의 개선의 방향과 품질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치법규의 선진화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권 실현, 주민복리 증진, 지역 공동
체의 안정과 발전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그 상하 또는 관련 법
규와의 법체계적 측면, 법규로서의 규범형식적 측면, 민주적 입법절차 및 입법과정상
의 주민참여의 관점, 그리고 자치법규가 담아야 할 입법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 등(필요성,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 전문성 등)에
서, 관련되는 요소들이 형식적․실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중핵으로서의
자치입법이 전문적인 조사․검토와 주민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적․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성안되어야 하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
적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품질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범적 측면,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의 관점에서 개선도 측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가 헌법에 기반하여 형성․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 본질적
인 부분이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는 법치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조례제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기책임성의 결과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자기책임성의 보장이 법률과 법에 대한 기속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서는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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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되어야 한다. 자치입법의 규범적 한계로서 합헌성 및 합법성의 요청은 자치입
법의 법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바, 규제적 차원에서의 합헌성
의 문제, 즉 기본권 제한원리를 포함하여 헌법규범의 준수 여부에 관한 합헌성은 문
제는 자치입법의 합법성의 문제와도 중첩되는 것이다. 규범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법
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규율대상에 대한 부분을 측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규범적
정합성에 대한 요청은 내실화된 헌법 및 법률의 구현, 구체화를 위한 차원이어야 하
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감시나 통제의 차원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적극적인 측면이 보다 주시될 필
요가 있다.
개선도 측정의 주체와 관련하여도, 자치입법의 규범적 본질상으로는 물론 조례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규범성의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감독·통제기관으로
서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
방자치법학에 매진하는 전문적 인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자치법규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종례 제정절차와 관련하여서만 논의되어 왔으나, 자
치법규의 제정이전의 과정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는지 하는 것부터, 입안, 심
의, 의결, 공포를 넘어서서 자치법규 제정이후의 집행, 집행결과의 환류 차원까지 포
괄하는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선진화 기준이 반영되었는지 여
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의 유형이 있으나,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 단체장이 공포하는 조례이다. 조례를 중
심으로 하여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제도들이 자치행정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치입법에 대해
서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로 주목된다. 국가의 경우 의회입법과정에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더욱 독려되어
야 할 것이다.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은 국법체계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자주적인 자치법제도를 설계하면서, 의도하는 입법적 의사와 내용을 적합한 규범적
언어와 표현들로 빚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시책과 법제를 지방에 구현하고 지방 독자의 자주적 정책 및 행정 역시 자치법체계
및 법원리에 부합되게 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법적 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법치국
가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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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과 자율성, 특수성, 재원의 고려, 그리고 조례의 성
과관리와 입법계획과 입법영향평가제도, 전문성의 측면에 대한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끝으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소관사무에 대한 자치법규의 감독,
지도, 지원은 사후적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자치법규의 파급효과를 제고
하고 제도개선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실무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가장 절실하
게, 그리고 긴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상시적이고 법제실무에 전문적인 협력
을 받을 수 있는 자치법규지원체계의 확립이다.
지방자치를 보다 내실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에 대해서 헌법과의 관계
를 기반으로 충분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학계, 정
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를 어떻게 구현하여 나갈지와 관련해서 자치법제 지원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법제처의 자치법규 해석지원제도 등이 마련되어 법제
실무의 전문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 국가적 법치주의의 제고를 위해서, 각 부처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 차원의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
성화,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밑거름으로 하여 분야별ㆍ지역별 다양한 비교측정 및 개선도 제시 등
의 관학연 융합기반의 협업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력을 갖
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려면 좋은 입법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조례는 풀뿌리 입
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지식ㆍ경험ㆍ노하
우를 담아 축적하여 검색ㆍ재활용하는 융복합 법률콘텐츠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관
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도 개선 기준의 타당성ㆍ유용성을 검증보
완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검토하는 시범사업 및 대상
조례를 확대하는 단계적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자치법규
선진화 수준을 측정ㆍ비교하고 개선시켜 가기 위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 전체 자치법
규를 검토하는 시범사업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는 단계적 사업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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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설문지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개별 행정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치법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례 제정 지연 등으로 국
가의 정책효과나 규제개선의 노력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조례가 국가법
령에 불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려 해도 관련 조례
제정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권화·지방화 시대에 좋은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법제처에 자치법제지원과가 신설되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
다.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도 객관적·균형적 관점에서 특히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파악하여, 자치법무 역량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자 합니다. 학회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학회는 법제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려 합니다.
◈ 설문내용 : 자치법규 제정관련 일반적 사항 등
: 자치법규 제정관련 개별적 사항 등
설문을 가능한 한 약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설문에 따라서는 복수응답 또는 순번응답 가능합니다.
현장 의견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설문 외의 사항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시도/시군구)

성별

근무년수(총계/현업무)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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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일반적 사항

〇 규범적 측면
조례규율사항
1. 조례 제정시 규율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인가 국가사무인가를 검토하는지?
① 검토하지 않는다
② 검토하는 편이다
③ 항상 검토한다
(기타 의견

)

2. 조례 제정시 규율내용이 단체장의 전속권한을 침해하는가를 검토하는지?
① 검토하지 않는다
② 검토하는 편이다
③ 항상 검토한다
(기타 의견

)

3. 조례 제정시 규칙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은 아닌가를 검토하는지?
① 검토하지 않는다
② 검토하는 편이다
③ 항상 검토한다
(기타 의견

)

4. 위의 경우 구분이 잘 되는지?
① 구분이 쉬운 편이다
② 구분이 어려운 편이다
(기타 의견

)

5. 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대처는?
① 소관 중앙부처에 질의한다
② 법제처나 기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③ 법학자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④ 체계적 상설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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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위법성일반
1. 조례 제정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례인가를 검토하는지?
① 검토하지 않는다
② 검토하는 편이다
③ 항상 검토한다
(기타 의견

)

2. 조례 제정시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 또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위의 경우 별도의 검토절차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

)

별도의 검토절차가 없다면 또는 있더라도 어떤 절차가 더 마련되면 좋은지?
(

)

조례제정의 위임일반
1. 조례 제정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규정이 필요한가를 검토하는지?
① 검토하지 않는다
② 검토하는 편이다
③ 항상 검토한다
(기타 의견

)

2. 법령이 “…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① 제정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다
② 의무는 없고 지방 상황에 따라 제정할지 정할 수 있다
③ 법령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의무일수도 있고 재량일 수도 있다.
④ 제정할 의무가 있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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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조례
1. 어떤 경우에는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조례가 반드
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① 잘 알고 있다
② 아는 편이다
③ 모른다
(기타 의견

)

2.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
하고 있는지?
① 항상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기타 의견

)

3. 법령에 의해 조례제정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집행을 위해 조례제
정이 필수적인 경우, 법령의 제정 이후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① 1개월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6개월 이내
④ 6개월 이상
(기타 의견

)

4.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부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입법촉구 등의 연락이나 조치가 있는지?
① 항상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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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적시에 제정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조례제정 의무에 대한 인식 부재
② 지방의회의 입법절차 지연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의 갈등
④ 입법역량 부족
⑤ 중앙부처와의 연계 협력 미흡
⑥ 행정안전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가이드라인(가령 표준조례 등) 기대
⑦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경우로 인한 어려움
⑧ 다른 지역의 입법상황 고려
(기타 의견

)

6. 적시조례 제정을 위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복수응답 가능)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한 표준조례 제정
②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입법지원 상설이용 시스템 확립
③ 지방의회와 소관공무원 연수강화
④ 일정기간 내 조례제정 의무화
⑤ 정책목표와 법령취지 및 조례제정 대상과 범위 등의 구체적 안내
⑥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타 의견

)

7. 적시조례 장려방안을 든다면? (복수응답 순번응답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품질 우수 인증
② 규제개선 노력 우수 평가 인증
③ 관련 담당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④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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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적 측면
절차일반
1. 조례 심의 및 의결과정에 이해관계인 배제 등 공정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2. 조례 제정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3. 조례 제정시 지방의회 회의록 등 입법절차 관련 기록들이 적정하게 작성되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4. 조례 제정시 입법이유에 대한 기록은 충실히 작성·제공되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5. 조례 제정시 입법예고절차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6. 그밖에 조례 제정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복수응답 가능)
①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불충분
② 자치입법 제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제적 참여 미흡
③ 소수자보호 불충분
④ 주민여론 형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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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1. 조례 제정시 사전에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런 편이다
③ 항상 그렇다
(기타 의견

)

2. 조례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지방의회는 실제적인 노
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런 편이다
③ 항상 그렇다
(기타 의견

)

3. 조례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제
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런 편이다
③ 항상 그렇다
(기타 의견

)

4. 조례 제정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다
(기타 의견

)

5.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상황 및 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
여 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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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들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보통이다
③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기타 의견

)

7.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〇 자율성 전문성 측면
자율성
1. 법령에 의해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들은 조례로 규
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된 표준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제정에 있어 표준조례와
의 유사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복수응답 가능)
① 완전히 동일하거나 전체가 매우 유사하다
② 일부만 유사한 편이다
③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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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1. 조례 제정시 법체계 및 자구심사 등 법제전담기구나 부서를 갖추고 있는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갖추고 있다면, 그 형태나 내용은?
(

)

2.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전문위원 또는
입법보좌관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마련되어 있다면, 그 형태나 내용은?
(

)

신설 충원 등이 필요하다면, 그 형태나 내용은?
(

)

3. 조례 입법 시 해당 사항에 관한 판례, 감독기관의 조치, 주민의 감사청구나 제소‧
민원 등이 충분히 검토되는지?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4. 조례 제정시 유사내용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를 고려하는지?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5. 지방의원 또는 법제 담당 공무원의 법제 및 입법활동 교육 또는 연수가 충분한지?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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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 제정시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있다면, 그 형태와 내용은?
(

지역성 독자성
1. 조례를 입안하거나, 제개정시 지역 특성(지역성 독자성)이 잘 고려되고 있는지?
① 그런 편이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기타 의견

)

2. 지역성 독자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정답 가능)
① 정부의 표준조례안 의존
② 타 지역 조례안의 단순모방
③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사전평가 미비
④ 입법․재정․개정 사실의 현상이해의 불충분
⑤ 기타 (

)

3. 표준조례(안) 등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 시 지역사정이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표준조례안만으로는 지역적 사정이나 입법수요를 제대로 채울 수 없어서
② 표준조례안은 단지 참조자료일 뿐이고, 자치법규인 조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③ 지역의 입법정책이 국가의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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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조례
e)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음에도 부재하고, 특정 지자체가 먼저 제정하는 경우
고유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1. 법령의 위임규정 없이도 제정 가능한 지역상황을 반영한 독창적인 조례가 있는지?
① 없다
② 있다
있다면 어떤 조례들인지?
(

)

2. 창의조례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 그러한지? (복수응답 가능)
① 지역여건이나 특수성 및 지역 수요 반영
② 지역공동체의 자율규율에 부합
③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
④ 국가입법에의 반영을 통한 선순환기능
(기타 의견

)

3. 창의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방의회나 주민 및 공무원의 인식과 노력 부족
② 위법 우려에 대한 불안
③ 재정부담
④ 전문가 조력 내지 지원시스템 미흡
(기타 의견

)

4. 창의조례 장려방안을 든다면? (복수응답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품질 우수 인증
② 전국적인 창의조례 공유기회 마련
③ 관련 담당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④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⑤ 조례 제안자에 인센티브 부여
⑥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시범사업 지원
⑦ 지방의회와 담당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
(기타 의견

)

- 195 -

〇 효율성 측면
조례의 필요성 실효성 일반
1. 규제 조례 제정시 조례 제정 이후의 현실적 규제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는지?
① 고려하지 않는다
② 고려하는 편이다
③ 항상 고려한다
(기타 의견

)

2. 조례 제정시 유사 내용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지?
① 고려하지 않는다
② 고려하는 편이다
③ 항상 고려한다
(기타 의견

)

3. 조례 제정시, 조례의 집행과 관련한 재정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① 고려하지 않는다
② 고려하는 편이다
③ 항상 고려한다
(기타 의견

)

4. 조례 제정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주지기간이 확보되도록 시행일을 고려하는지?
① 고려하지 않는다
② 고려하는 편이다
③ 항상 고려한다
(기타 의견

)

5. 조례 제정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법규정 및 용어를 충분히 검토하는지?
① 검토하지 않는다
② 검토하는 편이다
③ 항상 검토한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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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성과관리
1.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복수응답 가능)
① 주민들의 민원 또는 반대 여부
② 지역실정에의 적합성 여부
③ 다른 법령과의 모순·충돌 여부
④ 조례제정이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⑤ 현실적인 적용가능성(규제의 실효성)
⑥ 행정안전부 등 소관감독기관의 의사
⑦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규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타 의견

)

2. 조례 제정시, 조례 시행상황과 성과에 대한 사전예측(가령, 시뮬레이션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3. 조례 시행후 조례의 효율성·계속적 필요성 등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4.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개정 등 품질개선에 반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5. 조례를 제정하려다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주민들의 민원 또는 반대
② 행정안전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의 반대
③ 규율내용의 위법성
④ 현실적인 적용가능성 부재
⑤ 지역실정에의 부적합
⑥ 입법역량의 부족
⑦ 지방의회 의원간의 대립
⑧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의 갈등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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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및 영향평가
1.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조례의 효율적인 제정·시행을 위하여 입법계획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3.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에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4.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 조례의 효율적인 제정·시행을 위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6.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법영향평가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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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종합
1. 조례 제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규범합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2. 조례 제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 조례 제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 조례 제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5. 조례 제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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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례 관련 개별적 사항

〇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조례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이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
간·휴업횟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SSM 규제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관련 기업, 시장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여
② 굳이 새 조례가 없어도 기존 조례, 또는 행정조치로도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어서
③ 의회의원간 또는 소관 부서직원간 의견조정 등이 여의치 않아서
④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이나 아직은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⑤ 지역 실정상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의견
3. SSM 규제조례가 있는 경우,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행해졌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4. SSM 규제조례가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의 SSM 조례에 비하여 차별성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5. SSM 규제조례가 제정된 경우, 법률상 부여된 단체장의 규제재량권을 조례가 과도
하게 구속하지는 않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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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지자체에서 SSM 규제조례가 법령상 부여된 단체장의 재량권을 구속하고 행
정절차법상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복수응답 가능)
① 지자체 차원에서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과 위임취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② 유통산업발전법이 조례 위임 시 그 위임범위나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③ 정부 관련 부처의 표준조례안이나 조례지침 등 참고자료가 없어서
④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이나 조례지침이 부적절·부정확하여
(기타 의견

)

7. 제정된 SSM 규제조례가 단체장의 규제재량권을 과도히 구속하는 것임에도 개정하
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아직 개정의 필요성 내지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여
② 다른 지자체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느라
③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여
④ 이해관계자들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복잡하고 엇갈려서
(기타 의견

)

8.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조례로 인해 촉발된 위법·무효논쟁(법원제소)을 보면서
자치입법 관련하여 느낀 점은? (복수응답 가능)
①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이나 내용을 모법과 관련하여 명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표준조례안이나 조례지침 등도 무조건 신뢰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입법능력을 시급히 제고하여야 한다
④ 법령과 조례의 유기적·체계적 조율을 위한 다양한 필요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기타 의견

)

9. 유통산업발전법이 SSM의 규제를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도록 위임한 것은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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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1.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통하여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위임방식에 의해서도 건축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
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을 통해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는 관련 조례가 적절하게 제정되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3. 관련 법령상 조례로 규율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4. 국가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이중적 규율체계로 인해 입법의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집
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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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길거리 금연조례
1. 특정구역에서 흡연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금연조례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었
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금연조례가 없다면 그 이유는? (복수 응답 가능)
① 금연조례는 법령에 위반된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②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③ 지역특성상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④ 흡연자들의 반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크기 때문에
(기타 의견

)

3. 특정구역에서 흡연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금연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① 긍정적인 편
② 부정적인 편
③ 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

4. 금연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사적 영역에 대한 규제로서 규제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② 규제목적은 정당하지만 전면제한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과도한 규제이다
③ 현실적인 규제나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입법의 실효성이 없다
④ 법률로 규제하여야 할 사항이지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
⑤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범위나 규제내용이 불명확하다
⑤ 주민들의 수용가능성이 없다
(기타 의견

)

5. 금연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경우, 금연지역에서의 단속 등 조례의 현실적인 집행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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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연조례의 제정에 있어 흡연자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복수 응답 가능)
① 금역지역마다 흡연구역의 의무적 설치
② 위반시 범칙금 등 강제적 수단 폐지
③ 금연조례의 폐지
(기타 의견

)

〇 친환경자동차 지원조례
1.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
체에 저공해자동차 주차료감면 등의 특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경우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추진의지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 발의
③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희망
④ 정부 소관부처로부터의 특별한 입법 요구가 없었기에
(기타 의견

)

3. 조례를 제정한 경우 감면 % 등을 타 지역과 달리 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재정 및 세수 부담 고려
② 지역특성 고려
(기타 의견

)

4.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역 여건상 특혜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② 굳이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등 입법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여
③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나 의견수렴이 쉽지 않아서
④ 정부 소관부처로부터의 특별한 입법 요구가 없었기에
(기타 의견

)

5. 제정하지 않은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제정 계획 또는 필요성은?
① 있다
② 없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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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자동차 표지규정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견

)

〇 세자녀 이상 지원 조례
1. 세자녀 이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① 있다
② 없다
2.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역 여건상 다자녀 가족이 거의 없어서
② 굳이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등 입법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여
③ 재정부담
④ 정부 소관부처로부터의 특별한 입법 요구가 없었기에
(기타 의견

)

3. 제정하지 않은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제정 계획 또는 필요성은?
① 있다
② 없다
(기타 의견

)

4.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역 여건상 다자녀 가족 지원이 필요하여
② 지역 인구증가 기대
③ 복지확충 의지
(기타 의견

)

5. 조례를 제정한 경우 그 내용상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

6. 조례가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타 지역 조례의 단순모방
② 필요성에 대한 기초데이터 부족
③ 효율적 지원체계 미흡
④ 재정부담 및 예산부족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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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설문결과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 설문조사
설문자들의 범위

설문대상자지역별분포
강원

4

경기(인천)

6

경남(울산,부산)

14

경북(대구)

15

충남(대전)

3

충북

2

전북

3

서울

5

제주

2

기재안함

5
0

경 기

강원

(인천)

2

경 남
(울산,
부산)

4

6

경 북

충 남

(대구)

(대전)

8

10

12

충북

전북

서울

제주

14

기 재

16

소계

안함

4

6

14

15

3

2

3

5

2

5

59(명)

7%

10%

24%

25%

5%

3%

5%

8%

3%

8%

100%

남

여

기재안함

소계(명)

45

13

1

59(명)

76%

22%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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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법무)

그외업무

기재안함

소계

41

14

5

59(명)

69%

24%

8%

100%

교육청소

여
22%

속
19%

집행기관

남
78%

소속
81%

근무년수

현업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평균

(개월)

집행기관소속

교육청소속

48

11

81%

19%

19

6.6

지난 11월 자치법제 실무교육 워크샵(법제처 주최)에 참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개선도 측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석자들 중 59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참여하였고 워크샵이 경주에서
있었으므로 경남, 경북지역 공무원이 약50%를 차지하였다. 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인 공무원이 81%,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으로 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9%였다.
근무년수는 평균 19년 이었고 행정업무에 경력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
제와 관련한 실제업무는 6.6개월정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도 순환보직이 되므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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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개관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특정 조례 관련 개별적 사항으로 나누고 다시
전자는 규범적 측면과 민주적 측면, 자율,전문,효율성측면으로 세분한다. 규범적 측면
은 조례규율사항과 위법성 일반, 제정의 위임일반, 적시조례 등의 쟁점을 제시하며,
민주적 측면에서는 자치입법 관련 절차일반, 주민참여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효율성과 지역성 등에 대해서 표준조례, 법제조직, 연수, 외부전문가, 지역독자성, 현
실적 집행가능성, 재정 등을 설문으로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범적 측면에서는 조례규율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과, 단체장의 전속권한 침해 여부, 단체장 규칙사항인지 조례사항인지, 그러한 구분이
쉬운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례의 위법성 일반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검토, 위법여부에 대한 별도 심사절차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설문하였다. 조례제
정의 위임과 관련하여서는 위임규정 필요여부, 조례제정의무에 대한 고려를 검토한다.
적시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제정되
어야 함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적시에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민주적 측면에서는 절차일반에서는 조례 심의 및 의결과정에 이해관계인을 배제하는
등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 조례제정시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상호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지방의회에서 입법절차 관련 기록들이 적정하게 작성되는지, 제정이유
등에 대한 기록이 작성되고 제공되는지, 입법예고절차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
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민참여 관련해서는 조례제정시 사전에 조례의 필요
성이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지,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지방의회가 실
제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제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견제출등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자치법규 입법상황
및 내용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이 있는지, 주민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
도인지,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활용 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효율성, 자율성, 전문성 측면에서는 표준조례와의 유사성, 위임조례에서의 자율성,
법제전담기구나 부서가 있는지, 관련 판례, 제소, 민원등을 검토하는지, 유사내용에
대한 조례제정여부 고려하는지, 법제교육 및 연구 등이 충분한지, 외부전문가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현실적 규제 및 집행가능성을 고
려하는지, 재정문제가 고려되는지, 법규정 및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용어로 선택되는
지, 법령규정이 없이도 제정가능한 지역상황을 반영한 독창적인 조례가 있는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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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에 대한 사전예측 및 사후점검이 환류되는지, 입법계획제도 및 입법평가제도
가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종합에서는 조례 제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규범합치적인지, 민주적인지, 자
율적인지, 전문적인지, 효율적인지 설문하였다.

한편 특정조례 관련 개별적 사항도 설문하였는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조례, 건축
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길거리 금연조례, 친환경자동차 지원조례, 세자녀 이상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에서 일반적 사항으로 설문했던, 규범적 측면, 민주적 측면, 효율성
등 측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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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특정조례 설문결과

특정 조례 관련 개별적 사항
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조례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이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
간·휴업횟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명)

10

그렇다(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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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20

25

30

35

2. SSM 규제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관련 기업, 시장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여
② 굳이 새 조례가 없어도 기존 조례, 또는 행정조치로도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어서
③ 의회의원간 또는 소관 부서직원간 의견조정 등이 여의치 않아서
④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이나 아직은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⑤ 지역 실정상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의견

)

불필요

1

추진중

1

의견조정곤란

0

다른조치

0

이해관계첨예

4
0

0.5

1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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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3.5

4

4.5

3. SSM 규제조례가 있는 경우,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행해졌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매우그렇다

0

그런편이다

20

그렇지않은편이다

11

그렇지않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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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SSM 규제조례가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의 SSM 조례에 비하여 차별성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매우그렇다

0

그런편이다

4

그렇지않은편이다

20

그렇지않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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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SM 규제조례가 제정된 경우, 법률상 부여된 단체장의 규제재량권을 조례가 과도
하게 구속하지는 않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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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겠다

7

그렇지않다

21

그렇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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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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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일부 지자체에서 SSM 규제조례가 법령상 부여된 단체장의 재량권을 구속하고 행
정절차법상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복수응답 가능)
① 지자체 차원에서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과 위임취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② 유통산업발전법이 조례 위임 시 그 위임범위나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③ 정부 관련 부처의 표준조례안이나 조례지침 등 참고자료가 없어서
④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이나 조례지침이 부적절·부정확하여
(기타 의견

)

지침등부적절

7

지침등참고자료미비

10

위임범위등불명확

28

모법의내용과취지몰라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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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정된 SSM 규제조례가 단체장의 규제재량권을 과도히 구속하는 것임에도 개정하
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아직 개정의 필요성 내지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여
② 다른 지자체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느라
③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여
④ 이해관계자들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복잡하고 엇갈려서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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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복잡

4

검토중이나구체화못함

6

개정추이검토

6

필요성내지방향알지못함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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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조례로 인해 촉발된 위법·무효논쟁(법원제소)을 보면서
자치입법 관련하여 느낀 점은? (복수응답 가능)
①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이나 내용을 모법과 관련하여 명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표준조례안이나 조례지침 등도 무조건 신뢰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입법능력을 시급히 제고하여야 한다
④ 법령과 조례의 유기적·체계적 조율을 위한 다양한 필요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기타 의견

)

법령과조례의조율조치마련

16

입법능력제고

9

지침등맹신경계

9

모법등명확한검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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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통산업발전법이 SSM의 규제를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도록 위임한 것은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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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겠다

4

그렇지않다

26

그렇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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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1.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통하여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위임방식에 의해서도 건축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
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매우그렇다

1

그런편이다

30

그렇지않은편이다

9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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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을 통해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는 관련 조례가 적절하게 제정되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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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매우그렇다

1

그런편이다

33

그렇지않은편이다

6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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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상 조례로 규율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런 편이다
(기타 의견

)

그런편이다

29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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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이중적 규율체계로 인해 입법의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집
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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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그렇다

0

그런편이다

28

그렇지않은편이다

9

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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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길거리 금연조례
1. 특정구역에서 흡연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금연조례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었
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21

그렇다

23

20

20.5

21

21.5

22

22.5

23

23.5

2.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금연조례가 없다면 그 이유는? (복수 응답 가능)
① 금연조례는 법령에 위반된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②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③ 지역특성상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④ 흡연자들의 반발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크기 때문에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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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대립큼

5

제정필요없음

2

실효성없음

14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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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구역에서 흡연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금연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① 긍정적인 편
② 부정적인 편
③ 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

부정적

12

긍정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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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사적 영역에 대한 규제로서 규제목적이 정당하지 않다
② 규제목적은 정당하지만 전면제한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과도한 규제이다
③ 현실적인 규제나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입법의 실효성이 없다
④ 법률로 규제하여야 할 사항이지 조례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
⑤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범위나 규제내용이 불명확하다
⑤ 주민들의 수용가능성이 없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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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거부

1

규제내용불명확

6

법률규율사항

5

단속불가능

8

비례원칙위반

9

사적영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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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연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경우, 금연지역에서의 단속 등 조례의 현실적인 집행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

매우그렇다

0

그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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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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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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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연조례의 제정에 있어 흡연자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복수 응답 가능)
① 금역지역마다 흡연구역의 의무적 설치
② 위반시 범칙금 등 강제적 수단 폐지
③ 금연조례의 폐지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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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조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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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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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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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친환경자동차 지원조례
1.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
체에 저공해자동차 주차료감면 등의 특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31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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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경우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추진의지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 발의
③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희망
④ 정부 소관부처로부터의 특별한 입법 요구가 없었기에
(기타 의견

)

소관부처

3

주민등

2

지방의회의원

1

단체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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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를 제정한 경우 감면 % 등을 타 지역과 달리 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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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 및 세수 부담 고려
② 지역특성 고려
(자유 의견

)

지역특성고려

6

재정및세수부담고려

5

4.4

4.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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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4

5.6

5.8

6

6.2

4.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역 여건상 특혜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② 굳이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등 입법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여
③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나 의견수렴이 쉽지 않아서
④ 정부 소관부처로부터의 특별한 입법 요구가 없었기에
(자유 의견

)

정부소관부처로부터의 특별한입법요청없었기 때문에

8

주민등이해관계자의 반대나의견수렴이 쉽지않아서

0

굳이조례로정하여야하는지등입법필요성을 잘알지

16

못하여
지역여건상특혜부여의필요성이 크지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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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정하지 않은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제정 계획 또는 필요성은?
① 있다
② 없다
(자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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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11

있다

12

10.4

10.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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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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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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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자동차 표지규정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면?
(자유 의견

)

기타
전국적통일필요
향후 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라 제정할 수도 있음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지원 및 지방세감면 대폭강화
정부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됨

Ⅴ 세자녀 이상 지원 조례
1. 세자녀 이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① 있다
② 없다

없다

13

있다

23

0

2.
①
②
③

5

10

15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지역 여건상 다자녀 가족이 거의 없어서
굳이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등 입법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여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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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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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 소관부처로부터의 특별한 입법 요구가 없었기에
(기타 의견

정부소관부처로부터의 요청없음

)

1

재정부담

3

입법필요성이없어서

6

지역여건상다자녀가족이 거의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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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정하지 않은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제정 계획 또는 필요성은?
① 있다
② 없다
(기타 의견

없다

)

9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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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지역 여건상 다자녀 가족 지원이 필요하여
② 지역 인구증가 기대
③ 복지확충 의지
(기타 의견

복지확충의지

)

4

지역인구증가기대

11

지역여건상다자녀가족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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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를 제정한 경우 그 내용상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기타 의견

그렇지않다

)

10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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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가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① 타 지역 조례의 단순모방
② 필요성에 대한 기초데이터 부족
③ 효율적 지원체계 미흡
④ 재정부담 및 예산부족
(기타 의견

재정부담및예산부족

)

7

효율적지원체계미흡

0

필요성에대한기초데이터 부족

0

타지역조례의단순모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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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자치법규 선진화 개선도 측정 기준표(종합)

□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개선도 측정기준표(
대분류 :규범성 측면)
중분류

소분류

측정지표
- 조례에 의해 직접 주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본권 보장 원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리

-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비례원칙 위반 여부)

자치법규의
-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합헌성

- 자치입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존재하였는지
민주주의 원리

-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 주민여론 형성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
- 자치입법의 과정 및 내용은 민주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 규율대상에 관한 국가입법이 존재하는지
- 국가입법이 존재하는 경우, 규율목적이 동일한 것인지

자치법규와
법률우위원
칙

법령에의
여부

위반

- 규율목적이 동일한 경우, 전국적인 획일적 규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재량을 과도하게 기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 자치법규가 법령상의 기속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 관련 국제법규에의 위반은 없는지
- 소급입법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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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성문법령과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법령상 체계정합
성 여부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자치법규와 법체계상의 모순·충돌이 있는지
- 자치법규의 규율내용 상호간 모순·충돌은 없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이 다른 법령과 상이하게 사용되지는 않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법규정(또는 용어나 개념)은 명확한지
- 자치입법이 의도한 규율은 준수가능하며 수용가능한 것인지

규율내용의 적정

- 자치입법이 의도한 규율은 집행가능한 것인지

성 관련

- 자치입법의 입법이유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 시행일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 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규율은 현실에 적합한지
- 자치법규의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적절히 행해졌는지

규율의

실효성

관련

- 법령이 탄력적이고 현실적응성이 있는지
- 개정 또는 폐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수범자인 주민이 법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규율법제가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자치법규와
법률유보원
칙

- 법률에 의한 개별적 또는 포괄적 수권이 존재하는지
위임조례와 법률

- 의회유보의 영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위임이 허용되는 영역인지)

유보원칙

- 규율내용은 수권범위에 포함되는지
-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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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와 법률
유보원칙

- 관련 법령에의 위반이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법률의 수권이 있는지
사무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관한 사무인지

자치법규의

- 입법형식상 조례(또는 규칙)에 의한 규율대상인지

규율대상

- 일반행정사무(또는 교육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규율대상의 적정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거 법원의 위법판결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성

- 당해 사항에 대해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제소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법령상 의무인지

자치법규의
규율시점

- 법령의 시행을 위해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필수적인지
적시조례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존재하는지
- 자치법규의 제정(또는 개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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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개선도 측정기준표(
대분류 :절차 및 참여 측면)
- 규율이 필연적인지
사전절차

조례의 목적타당

- 목표가 당해 조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성

- 목표가 어떠한 내용이며 수범자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상조치를 고려하였는가

조례규칙심의회
의 객관성, 전문
성
주민에 대한 정
보제공조치의 확
보 여부
주민참가
조례안 발의

- 자치체 집행기관 및 주요 인사들의 의견이 미리 개입되는가

- 어떠한 정보제공조치들이 필요한가
- 정보제공조치들이 적시에 준비되었는가
- 조례제정개폐청구를 통해서 발의되었는가
- 주민에게 특히 절차규율과 그 절차규율에 당연히 참가하는 권리에 관하여 서도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 집행행정기관 및 전문행정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였는가
- 규제,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관기관 협의

- 입법안 심사기준표 각부처 회람여부
-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하였는가
- 법제처의 해석지원제도 활용하였는가

지방의회와 단체

- 재정을 수반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적 협의과정을 거쳤

장의 협의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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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민단체와
의 협의
관련 지방자치단
체와 협의

- 유관단체,협회,조직의 의견은 파악되었는가?

- 규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가
- 제안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 규율이 시민과 행정에게 이해와 통찰이 가능한 정도로 서술되었는지 심사되는가
-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가 되는 용어선택이 행하여 졌는가

위원회의 심사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외부 전문가 등 객관적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가진 위원의 발언권이 보장되는가
- 위원회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가

조례안 심의

- 위원회의 표결이 통과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는가
-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당한 기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였는가
-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위원회의 검토내용을 이해가능한 정도로 설명하였는가
본회의의

심의.

의결

- 제안자의 제안설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발언조건을 갖춘 곳에서 이루어 졌는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권이 보장되는가
- 본회의의 표결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가
- 본회의의 의사규칙을 별도로 정하였는가

단체장에게
이송
조례안의 공
포

이송 기한

- 지방의회 의장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였는가

공포 기한 준수

- 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였는가

여부

- 공포와 효력발생간의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확보되는가

공포 방법

- 공보나 신문에 실리거나 게시판에 게시되는등의 방법으로 공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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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재의요구 및 제
소
주민과

재의요구 후 재의결된 것은 몇건인가
대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된 것은 몇건인가

행정의

- 내용적 관점하에서 그 규율의 실제적 실현가능성에 반대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가
- 규율이 수범자인 주민을 의식하고 구성 집행되었는가

이해도
절차의 생략가능
조례집행과

재의요구가 제기된 것은 몇건인가

성

정

- 절차와 권리보호에 관한 특별규정들이 포기될 수 있는가
-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집행기관의 준비

- 집행행정기관이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준비하였는가
- 상급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에 유의하여 집행되었는가
- 효력발생 이후의 규율의 부수효과를 조사하였는가
- 주민과 공무원에게 어떠한 태도가 요구되는가

주민의

민감도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었는가
- 주민은 새로운 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반영 여부

- 표준화(형식화,도식적인 진행 등)의 정도가 민에게 부담이 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간
조례집행 후

의 관계

- 관할에 관한 규율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에 유의하여 규정되었는가
- 규율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집행가능한가

환류
자치법규의 상황
적응성,

목적타

당성 재검토

-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조례의 흠결을 예방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완화된 규율밀도로 충분하지 않
는가?
- 어떠한 흠결들이 확인되고 있는가
- 경제․과학․기술 및 판례 등의 발전이 당면문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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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개선도 측정기준표(
내용,전문성 측면)
- 자치법규 입안 시 관련 입법사실이나 배경,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필요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는지
필요성

-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의 개폐 등이 자치입법 추진의 계기가 되고 있
는지
- 자치법규의 구체적 목적 내지 입법취지가 정당한 것인지

효율성‧
집행가능성

-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정책 내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자치법규가 의도한 효과와 그로 인한 부작용‧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는지
- 자치법규의 현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있는 검토되었는지
- 입법과정에서 당해 법규의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주장)이 충분히 고려되어 내용적으로 반영되었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내용적 측면

지
- 법규의 내용이나 규율 정도가 실제적으로 수범자가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강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이 법규안에 마련되었는지

지역의 자율성․실
정‧특수성

- 지역의 창의적 정책 또는 시책을 법제화하는 자치조례가 있는지
- 위임조례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실정 내지 특수성이 검토․반영되는지
- 지역 주민의 의사나 이해관계 등이 법규의 내용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유사‧선행․모범법

- 자치법규가 다른 유사 법규들과의 내용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규와의 관련

- 자치법규 입법 추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모범법규를 조사․비교하여 장단점을 검토하는지
- 법규의 시행에 따르는 재원(예산)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는지

재원(예산) 관련

- 재원(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는지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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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전담
조직

존

부

법제전담
법 제

조 직 의

전 담

기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에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등을 담당하는 법제전담부서가 있는지
- 지방의회 법제 전문성을 보완하는 관련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지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체계‧자구 등 형식적 심사를 중심으로 하는지
- 법제전담부서에 의한 법규안 심사가 그 내용 내지 정책의 당‧부당 등 실질적 측면에까지 미치는지
- 법제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정비하고 있는
지

조 직
관련
자치법제인
프라

법제전담

- 법제전담부서와 주관 업무부서 간의 자치법규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 직 과

- 법규안 심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조정, 수정되고 있는지

타

- 법제업무 관련하여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

와의

부서
협

어지고 있는지
-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교수 등의 외부 법제전문가로부터의 적절한 조력을 받고 있는지

력

- 법제전담부서 직원 수는 업무를 적정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 법제전담부서에 법학전공자, 변호사 등 법관련 자격소지자, 법학전공자, 법제업무 유경험자 등이 임용되고

법 제

집행기관

있는지

의

- 법제전담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법제, 법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법제

전문인력

- 법제담당직원에 대한 법제관련 연수 내지 교육은 체계적이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법제업무 관련 법령해석, 법규안 입안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한 조언 등의 일정한

전 문

조력을 받고 있는지

인력
의회

법 - 집행기관의 법제담당직원과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 등 관련 직원들과의 법제관련 업무협의가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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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문인
력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과 관련 직원들의 법전문성은 충분한지
- 의회 전문위원에 의한 법규안 검토보고는 전문적 관점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시행과 관련 연간 또는 정기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지
-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예측과 사후점검을 한다면 그 성과를 조례 입법 시 품질개선에 반영하는지

입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자치법규 전문사이트 또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입법영향평가․

- 위 자치법규사이트 또는 입법시스템을 통하여 자치법규나 내규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나 그 연혁 등을

자치입법시스템

확인할 수 있는지
- 자치법규입안규정 또는 지침((조례‧규칙‧훈령 등)을 별도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지
- 자치법규집(조례‧규칙) 또는 예규집(훈령‧예규 등)을 정기적으로 정비, 발간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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